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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소개 
역대비엔날레
 

인사말
    

강원도지사 인사말 - 최문순
홍천군수 인사말 - 허필홍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인사말 -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 김필국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 전명준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위원장 인사말 - 신철균
 

서문 
   

따스한 재생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 예술감독 김성호

1부 전시 프로그램    
   

출품 작가 
작품 배치도 

재생1. 탄약  
수석큐레이터 임수미
어시스턴트큐레이터 고진영

재생2. 와동 
큐레이터 김한별 
어시스턴트큐레이터 박수정

재생3. 아카이브   
큐레이터 정주희
어시스턴트큐레이터 심연정

재생4. 스트리트   
커뮤니티프로젝트 매니저 김숙경
커뮤니티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박주희

출품 작가 약력
 커미셔너

2부 전시 외 프로그램 
    

아티스트 프로그램 
아티스트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Introduction to Gangwon Triennale 2021
History of Gangwon Triennales
 
Greetings

    
Governor of Gangwon-do - Moon-soon CHOI
Governor of Hongcheon-gun - Pil-Hong HEO
Chairperson of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 Kum-Sil KANG
Representative Director of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 Phil Kook KIM
Representative Director of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 Myung-Jun JEON 
Chairman of Steering Committee of Gangwon 
Triennales - Cheol-gyun SHIN
 
Preface   

   
Warm Revitalization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Part 1 Exhibition Program  
   

Participating Artists 
Floor Plan

Revitalization 1 TANYAK:
Soo-Mi LIM, Chief Curator
Jin Young KOH, Assistant Curator

Revitalization 2 WADONG: 
Han Byul KIM, Curator
Soo-Jeong PARK, Assistant Curator

Revitalization 3 ARCHIVE: 
Ju-Hee CHUNG, Curator
Yun-Jung SHIM, Assistant Curator

Revitalization 4 STREET:
Sook-Kyung KIM, Community Project Manager
Joo-Hee PARK, Community Project Coordinator

Participating Artists’ CV 
Commissioner

Part 2 Non-Exhibition Program 
    

Artist Program 
Artist workshop 
Artist Talk

Conference
Academic Conference: Post-Pandemic Era, 
Regional revitalization via echo-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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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국내 학술 컨퍼런스 
- 포스트 팬데믹 시대, 에코-아트를 통한 지역 재생
국제 학술 컨퍼런스 
- 인류세의 시대, 기술과 예술을 통한 일상 재생

체험 프로그램      
다시 만난 세계  김도아
체험 프로그램 교사 에세이  박주현, 신지수, 윤주태, 이지원
에코 아트 캠프  강원국제예술제 행정지원팀장 서하나

전시 투어 프로그램      
트리엔날레 데이트
트리엔날레 나이트
하이 트리엔날레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전시
비평 웹진  박정한울, 이찬희, 박수정, 서휘영, 박서진,  
오하림, 안수연, 허은희, 조규철, 박사량
메타 버스  강원국제예술제 사업운영팀 차장 정진석 

3부 홍보 및 후기

홍보  강원국제예술제 홍보팀 한수지 
후기  강원국제예술제 TF 팀장 허성만
 홍천군 학예사 강산
 (재)홍천문화재단 문화예술부 진흥팀장 유승훈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장 신지희

4부 부록  
   

포토 앨범 
디자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만든 사람들
후원 및 협찬 
광고
전시 장소
발행 정보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Revitalization 
of Everyday life through Technology and Art in the 
Anthropocene Epoch(On-Line)

Community Program  
A World Rediscovered Do-Ah KIM 
Community Program Teachers’ Essay Ju-Hyun PARK, 
Ji-Su SHIN, Ju-Tae YUN, Ji-Won LEE

Eco-Art Camp  Hana SEO, Administrative support 
team leader, Gangwon Triennale Executive Office

Exhibition Tour Program  
Triennale Date
Triennale Night
Hi! Triennale 

Online Program 
Online Exhibition 
Critical Webzine Jeong-han-ul PARK, Chan-hui LEE, 
Su-Jeong PARK, Hwi-young SEO, Seo-Jin PARK, 
Harim OH, Suyeon AN, Eunhee HEO, Chul-Kyu CHO, 
Sa-Ryang PARK
Metaverse Jinseok JEONG, Deputy Manager of 
Business Operation Team, Gangwon Triennale 
Executive Office

Part 3 Public Relations and Comment

Public Relations
Sooji HAN, PR team, Gangwon Triennale Executive Office
Comment
Seoung Man HEO, Gangwon Triennale T/F Team Leader 
San KANG, Curatorial Officer 
Seung-Hoon Yoo, Promotion Team Leader, Culture and 
Arts Department,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Jee Hee SHIN, Head of  Gangwon Triennales 
Executive Office

Part 4 Appendix       
   

Photo Album 
Design
People who made Gangwon Triennale 2021 
Sponsorships
Advertising 
Exhibition Venue
Publication information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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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평창비엔날레2013
Pyeongchang Biennale 2013
‘지구 하모니 (Earth Harmony)’
2013. 7. 20 ~ 8. 31

평창비엔날레2015 
Pyeongchang Biennale 2015
‘생명의 약동 (Élan Vital)’
2015. 7. 23 ~ 12.22

평창비엔날레2017
Pyeongchang Biennale 2017
‘다섯개의 달: 익명과 미지의 귀환 (The Five Moons: 
Return of The Nameless and Unknown)’
2017. 2. 3 ~ 2. 26

강원국제비엔날레2018
Gangwon Biennale 2018
‘악(惡)의 사전(辭典) (The Dictionary of Evil)’
2018. 2. 3 ~ 3. 18

강원작가展2019
Gangwon Artists Show 2019
‘풀 메탈 자켓 - 자유와 관용의 딜레마 
(Full Metal Jacket)’
2019. 11. 19 ~ 12. 3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Gangwon Kids Triennale 2020
‘그린 커넥션 (Green Connection)’
2020. 10. 22 ~ 11. 8 

안광준 예술총감독

Gwang-Jun AHN
Artistic director

이재언 예술감독

Jae-eon LEE
Artistic director

김성연 예술총감독

Seong-Youn Kim
Artistic director

홍경한 예술총감독

Kyoung-han HONG
Artistic director

김영민 총괄기획자

Youngmin KIM
Artistic director

한젬마 예술감독

Jemma HAN
Artistic director

Title: Gangwon Triennale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Subject: Warm Revitalization (따스한 재생)

Period: Sep. 30. 2021 (Thur) ∼ Nov. 7. 2021(Sun) (39 days)

Venues: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Wadong Branch School, 
Hongcheon Art Museum, Hongcheon Joongang Market

Organizer: Gangwon-do,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Hongc-
heon-gun,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Spons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Korea Mecenat Association, Shinhan Bank, Faber-Castell, Crown Hae-
tae, Hite Jinro, Samyang Foods Co., Ltd, SamyangWondong Cultural 
Foundation, Neolook.com.

Support: Gangwon State University, GMjet

Participating Artists and Artworks: 126 Artworks, 139 Artists, 104 Teams, 
39 Countries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Art Critic)

Histor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hosting the first Pyeongchang Biennale 
in 2013, Gangwon-do successfully organized subsequent editions of 
Biennale. Recently, taking a longer-term vision, an international edition 
was transitioned into a Triennale format with the first Gangwon Triennale 
events of Gangwon Artists Show 2019, Gangwon Kids Triennale 2020, 
and Gangwon Triennale 2021 curated and to be realized in Hongcheon. 
Among these events, Gangwon Triennale 2021, the main exhibition, will 
be held in Hongcheon in September this year. Gangwon Triennale is a 
nomadic project that travels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do every 
three years. The second Gangwon Triennale events of Gangwon Artists 
Show 2022, Gangwon Kids Triennale 2023, and Gangwon Triennale 2024 
will take place in Pyeongchang, Gangwon-do.

Theme:

The theme of Gangwon Triennale 2021 is Warm Revitalization.

Amid the post-pandemic era and the Anthropocene, which have gen-
erated disasters, environmental crisis, and COVID-19, the upcoming 
edition of Gangwon Triennale presents expectations for revitalization 
and a glimpse of hope as well as a dream for the reinvigoration of daily 
life and regeneration of the region.

명칭: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

주제:  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기간:  2021. 9. 30(목) ∼ 11. 7(일) (39일간)

장소: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홍천미술관, 홍천중앙시장

주최 주관 :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홍천군, 홍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신
한은행, 파버카스텔, 크라운해태,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삼양원동
문화재단, 네오룩

협찬: 강원도립대학교, 지엠젯

출품 작가 및 작품: 39개국, 104팀, 139명의 작가, 126점의 작품

예술 감독: 김성호(미술평론가)

연혁:

2013년 ‘제1회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격
년제로 비엔날레를 개최한 이래, 최근 국제전 형식을 장기적 관점
에서 트리엔날레로 개편하여 홍천에서 1회 강원트리엔날레 행사
(강원작가전2019,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강원국제트리엔날
레2021)를 계획, 실행합니다. 그 중 메인 행사인 《강원국제트리엔
날레2021》가 올해 9월에 홍천에서 개최합니다. 강원국제트리엔
날레는 3년마다 강원도의 다른 시, 군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노
마딕 프로젝트입니다. 2회 강원트리엔날레 행사(강원작가전2022,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3,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는 강원도 평
창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주제는 ‘따스한 재생(Warm Revital-
ization)’입니다.

재난, 환경 위기, 코로나와 각종 질병을 촉발한 포스트 팬데믹 시
대와 인류세를 맞이하여, 이번 행사는 재생의 기대와 회복의 전망
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예술을 통한 일상과 지역의 재생도 함께 소
망합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소개
Introduction to Gangwon Triennale 2021

역대 비엔날레
History of Gangwon Trienn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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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강원도를 찾아주신 귀한 분들께 강원도민의 온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술제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김필국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작가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국제예
술제는 군부대 폐시설, 폐교, 빈집 등 도내 유휴공간들이 예술을 통해 지역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강
원도 전역의 예술 공원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예술행사입니다. 2019년 강원작가전으로 성공적인 
서막을 연데 이어 2020년 국내 최초 어린이 시각 예술축제 강원키즈트리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
습니다. 올해는 홍천에서의 3년 완결판으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이 개최됩니다. 이번 강원국제
트리엔날레2021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회복을 바라는 '따스한 재생'이라는 주제 아래 39개국에서 
139명의 국내외 예술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과 이색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한 달
여간 펼쳐질 예술제를 통해 예술 작품이 주는 감동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Gangwon,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welcome and gratitude 
to those who visit Gangwon-do from all over the country. My special thanks go to Chairwoman 
Kang Kum-sil and Representative Director Phil Kook Kim of Gangwon Art & Culture Founda-
tion, as well as the artists and those who have arranged the exhibition for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Gangwon Triennale is a meaningful art festival that aims at turning idle spaces in 
the Province, such as abandoned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closed schools, and empty hous-
es, into regional bases through art, in other words, transforming the entire Gangwon-do into 
a massive art park.Starting with Gangwon Artists Show in 2019, the Triennale continued with 
Gangwon Kids Triennale, Korea’s first art festival for children in 2020, and this year, Gangwon 
Triennale 2021 will conclude this three-year journey in Hongcheon. Under the theme of Warm 
Revitalization, wishing for the restoration in the post-pandemic days, Gangwon Triennale 2021 
presents diverse artworks and exciting programs by 139 artists from 39 countries, including Ko-
rea. I hope you will enjoy and find inspiration in the artworks during the art festival, which will go 
on for about a month. I also hope that the Triennale brings rest and comfort to those exhausted 
due to the pandemic.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hosting of Gangwon Triennale 2021.  
I wish you and your family every good luck and success. Thank you. 

국내 최초 3년 주기 순회형 시각예술행사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이 홍천군 탄약정비공장, 와동
분교, 홍천중앙시장과 홍천미술관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각예술 행사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대에 이번 예술제는 예술을 통한 재생의 희망을 전하는 의
미를 담고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는 대변혁을 가
속화시켰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예술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정
의 자극을 받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예술작품을 관
람하며 지역 재생의 기대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전시에 참여한 
작가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angwon Triennale 2021, Korea’s first itinerant visual art festival, will present itself as a diverse and 
unique visual art celebration at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Wadong branch school, 
Hongcheon Joongang Market, and Hongcheon Art Museum. This Triennale is ever more meaningful 
as it delivers the message of hope for revitalization through art at a time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under the heavy burden imposed by COVID-19. The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unprecedented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n era of rapid transition into a 
non-face-to-face society,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feel and appreciate the beauty of artworks 
and have one’s emotions evoked. I hope Gangwon Triennale 2021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many 
viewers to come and enjoy artworks and get a glimpse of regional regeneration and find hope for the 
days beyond the pandemic.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congratulations and gratitude to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all the staff members. Thank you. 

강원도지사  최 문 순
Moon-soon CHOI, Governor, Gangwon-do

홍천군수  허 필 홍
Pil-Hong HEO, Governor, Hongcheon-gun

강원도지사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Governor of 
Gangwon-do

홍천군수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Governor of 
Hongche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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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강 금 실
Kum-Sil KANG, Chairperson,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Chairperson of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안녕하십니까. 2년째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서도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무사히 치루게 되어 감
회가 깊습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정신을 계승하여 개
최되는 국제 시각 예술 축제입니다. 강원의 자연과 평화의 희망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를 예술을 통
해 연결하고자 기획된 국내 최초 순회형 행사이며, 3년을 하나로 묶어서 세 개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올해의 행사는 홍천에서의 마지막 행사에 해당됩니다. 내년에는 평창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따스한 재생:Warm Revitalization>은 재난, 환경 위기, 코로나와 각종 질병
을 촉발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인류세를 맞이하여, 재생의 기대와 회복의 전망을 제시하고 아울
러 예술을 통하여 일상과 지역의 재생을 함께 소망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20년간 멈춰있던 무
기 정비공장이 돌아가고, 근현대 동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폐교에 예술의 온기를 더하여 새로운 쉼
터이자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지속해서 여러분 곁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 축제가 아니라 트
리엔날레를 통해 지역과 만나고 그 지역의 문화 예술로 각인되고 성장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
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를 위해 참여해 주신 39개국 104팀의 작가분들과 기획부터 작품 선정, 
그리고 공간 전시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신 김성호 예술감독님과 운영실 스태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Greetings! I am filled with great emotion as we hold Gangwon Triennale 2021 in spite of the pro-
longed pandemic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Gangwon Triennale 2021 is an international visual arts 
festival that inherits the spirit of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which has been known as 
a cultural Olympics. Gangwon Triennale is Korea’s first itinerant event created to connect the region 
and the world through art, building on the nature of Gangwon-do and the hope for peace. The Trien-
nale presents three themes over three years. This year’s edition, the last part of the Triennale, will 
be hosted in Hongcheon. Next year’s event, the first of the next round, will welcome the audience in 
PyeongChang. Gangwon Triennale 2021 Warm Revitalization sets forth the aspirations for regenera-
tion and the prospect of recovery and presents hope for the regeneration of everyday life as well as 
the region through art in the face of the post-pandemic era and the Anthropocene that have caused 
disasters, environmental crises, COVID-19 and various diseases. The Triennale has made the former 
weapon maintenance factory, which had been abandoned over twenty years, up and running again 
and instilled artistic warmth to the closed school with a modern statue built in ancient time to turn it 
into a new rest area as well as a park. This way, the Triennale will continue to be around you. This is 
possible as the Triennale is not a one-off event but aims to have an encounter with a concerned local 
area and be engraved and grow with the local art and cultu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104 teams of participating artists from 39 countries, as well as Artistic Director Sung-
Ho kim, and all the staff members who have not spared any effort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preparing the Triennale, from curation, selection of the artworks, and the exhibition in the venues. 
Thank you. 

예술을 통한 따스한 재생, 예술 공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고 산과 들이 아름다
운 색을 입는 이 가을,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강원국제예술제 3년의 완결판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국제예술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레거시로 남은 소
중한 강원도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한 3년 주기의 순회형 행사로서 강원도의 예
술 공원화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강
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홍천에서의 3년 완결판으로 구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 홍천미술관에 더
하여 홍천중앙시장에서 보다 도민에 가까운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술, 생태, 일상과 지역 재생
을 시각화한 에코-테크 아트를 통하여 포스트 팬데믹과 기후 위기 시대에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
하는 ‘따스한 재생’을 이루시길 희망합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강원도민
분들과 홍천군수님을 비롯한 홍천군 여러분, 국제전의 위상에 걸맞게 6대륙에 두루 포진한 39개국의 
국내외 작가 104팀과 훌륭한 전시를 기획해주신 김성호 예술감독님, 그리고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계속하여 홍천에서의 행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art park that presents warm revitalization through art. In this beautiful 
season of autumn, when all things come to fruition and the mountains and fields are clothed with 
elegant colors, Gangwon Triennale 2021, the last piece of Gangwon Triennales, is held with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Gangwon Triennale is valuable cultural content, as well as the legacy of the 
PyeongChange 2018 Winter Olympics. This itinerant art festival, which runs for three years, aims to 
create a sustainable celebration with the citizens of Gangwon-do to turn the Province into a massive 
art park. Gangwon Triennale 2021, the finale to the Triennale, will come much closer to the citizens 
as it takes place in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Wadong branch school building, 
Hongcheon Art Museum of Art, and Hongcheon Joongang Market. I hope eco-tech art that visual-
izes technology, ecology, everyday life, and local regeneration brings warm revitalization of comfort 
and hope to you all living in the time of post-pandemic and climate crisis.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citizens of Gangwon-do, the governor of Hongcheon-gun, and the residents 
of Hongcheon, 104team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from 39 countries around the world, 
demonstrating how global the Triennale is, and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and all the staff mem-
bers of the Triennale Operation Office for their unsparing support and dedication. I also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for Gangwon Triennale 2021 in Hongcheon. Thank you.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 필 국
Phil Kook KIM, Representative Director,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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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위원장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Chairman of Steering Committee of 
Gangwon Triennales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전명준입니다.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강원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이 ‘따스한 재생(Warm Revitalization)’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홍천
에서 열립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홍천군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
의 발길이 드물던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 등 홍천군 유휴지는 전 세계 및 지역 작가들이 예술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군민들의 삶의 터전인 홍천중앙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단순한 예술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향후 홍천문화재단의 역할은 
그동안 강원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한 국제예술제를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다양한 작품들, 전시장
을 기반으로 홍천만의 정체성을 융합하여 문화 레거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유
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준비한 작가들과 관계자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다름 
아닌 작품 앞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예술은 영혼에 묻은 일상의 먼지를 씻어내 
준다’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처럼 올 가을,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행사장에 방문하셔서 코로나19로 
지친 삶을 문화예술로 조금이나마 치유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본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홍천
군과 강원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I am Jeon Myung-Jun, the CEO of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Gangwon Triennale, 
in its third year, will be held in Hongcheon, Gangwon-do, under the theme of Warm Revitalization. 
Gangwon Triennales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culture and art scene of Hongcheon to take 
another leap. The idle areas in Hongcheon-gun, such as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and Wadong branch school rarely frequented in the past, have been breathed into the breath of life, 
that is, art, by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become animated once again. This year's edition ex-
pands its scope to include Hongcheon Joongang Market, the center of livelihood of the Hongcheon 
citizens to go beyond the boundary of an ordinary art festival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Going 
forward,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shall make dedicated efforts to bring together Hongcheon’s 
identity with the valuable experiences and various artworks and the venues gained and realized 
through the Triennale in collaboration with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in order to produce 
a cultural legacy. I am convinced that the greatest joy for the artists and the staff who have worked 
tirelessly during the scorching will come when the audience encounters the artworks in the exhibi-
tion. Pablo Picasso once said, “Art washes away from the soul the dust of everyday life.” Likewise, I 
hope you will come and visit Gangwon Triennale 2021, and your tired days during COVID-19 can be 
healed with culture and art.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staff 
members of Hongcheon-gun and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who have spared no effort to 
make this event possible. Thank you.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출발한 미술 축제로 올해 행사는 차별성과 독창
성을 가지고 트리엔날레로 변화한 원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예술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 미술관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홍
천군 내 폐 초등학교와 옛 탄약정비공장을 활용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강원작가전, 강
원키즈트리엔날레와 함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기
획하고 보여 주는 행사들이 모범 사례가 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미술 축제로 발전해 가기
를 기대하며,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애정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으
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준비해 주신 감독님과 운
영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분들께도 환영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Gangwon Triennale was launched alongsid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This year’s edition 
marks its transition into a full-fledged triennale with its unique values. Gangwon Triennales rep-
resents a dream of transforming idle spaces into local art galleries so that humans and nature live in 
harmony and our day-to-day lives are accompanied by art. This iteration is very significant as it con-
cludes the three-year journey of Gangwon Triennale, which started with Gangwon Artists Show and 
continued with Gangwon Kids Triennale, which used a former primary school building and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in Hongcheon. I hope that the events prepared and to be presented 
by Gangwon Triennale will set a good example so that the Triennale evolves into a truly global art fes-
tival that garners worldwide attention. To that end,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artistic director and all the staff members 
who have made Gangwon Triennale 2021 possible despite the challenges posed by COVID-19. I also 
want to express my heartfelt welcome and appreciation for the participating artists. Thank you.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전 명 준
Myung-Jun JEON, Representative Director,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위원장  신 철 균
Cheol-gyun, SHIN, Chairman, Steering Committee of Gangwon Trienn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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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Preface

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김성호 Sung-Ho KIM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Gangwon Triennale 2021 

1. 프롤로그 

2013년 ‘제1회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
아 격년제로 비엔날레를 개최한 이래, 최근 국제전 형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트리엔날레로 개편하여 홍천에서 1회 트
리엔날레 행사(강원작가전2019,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를 계획, 실행합니다. 그 중 메인 
행사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가 올해 9월에 홍천에서 
개최합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강원도의 다
른 시, 군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노마딕 프로젝트입니다. 2
회 트리엔날레 행사(강원작가전2022,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는 향후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주제, ‘따스한 재생’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주제는 ‘따스한 재생(Warm 
Revitalization)’입니다. 재난, 환경 위기, 코로나와 각종 질병
을 촉발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인류세를 맞이하여, 이번 
행사는 재생의 기대와 회복의 전망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예
술을 통한 일상과 지역의 재생도 함께 소망합니다. 이번 트
리엔날레의 주제에 관한 개요와 설명을 〔fig. 1〕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기술, 생태, 일상, 지역이라는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 온 기술
과 기술 문명이 야기한 환경오염, 환경 위기와 같은 재난의 
상황들을 원래의 질서로 복원하려는 생태적 관심이 자리합
니다.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그것을 통한 생태적 질서 회복
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조금 어렵
지만, ‘따스한 재생’이라는 대주제어 아래 ‘일상 속 예술, 일상

의 예술’, ‘지역 속 예술, 지역의 예술’, 그리고 ‘에코테크 아트
를 통한 생태-기술 비평’이라는 소주제를 〔fig. 2〕에서처럼 도
모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트리엔날레는 일상 예술(Art of Everyday life)과 ‘생태
적 주제를 탐구하는 에코-아트(Eco-Art)’의 유형 그리고 ‘기
술이라는 주제와 방식을 탐구하는 테크 아트(Tech Art)’의 유
형을 통해서 오늘날 재난의 시대를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우
리는 일견 달라 보이는 생태와 기술을 통합한 이러한 탐구의 
방식을 ‘생태-기술 비평(Eco-Techne Criticism)’적 접근이라
고 부릅니다. 따라서 일상과 예술 그리고 현대 문명이 끊임
없이 요청하는 두 축인 생태와 기술을 통합하는 일련의 ‘예
술-일상-지역-생태-기술’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포스트 팬데
믹 시대에서의 일상의 회복과 재생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장밋
빛 미래를 향한 전망을 펼치고자 합니다. 

3. 전시 장소와 전시 구성

올해 행사는 〔fig. 3〕와 같이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는 
재생1 탄약(탄약정비공장), 재생2 와동(와동분교), 재생3 아
카이브(홍천미술관), 재생4 스트리트(홍천중앙시장)로 구성, 
진행됩니다. 

재생1 탄약 : 재생1이 열리는 전시장은 1973년에 준공되었고 
군사시설로 사용되었던 탄약정비공장입니다. 이번 트리엔
날레에서는 20여 년간 폐쇄되었던 이 유휴 공간을 예술 공간
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규모의 야외 설치 
작품들도 있지만, 키네틱아트라고 불리는 움직이는 미술이
나, 미디어아트와 같은 영상 예술 등 주로 ‘기술이 중심이 되
는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됩니다. ‘기술 재생’이라는 의미
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 Prologue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hosting the first Pyeo-
ngchang Biennale in 2013, Gangwon-do successfully 
organized subsequent editions of the Biennale. Recently, 
taking a longer-term vision, an international edition was 
transitioned into a Triennale format with the first Gangwon 
Triennale events of Gangwon Artists Show 2019, Gangwon 
Kids Triennale 2020, and Gangwon Triennale 2021 curated 
and to be realized in Hongcheon. Among these events, 
Gangwon Triennale 2021, the main exhibition, will be held 
in Hongcheon in September this year. Gangwon Triennale 
is a nomadic project that travels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do every three years. The second Gangwon 
Triennale events of Gangwon Artists Show 2022, Gangwon 
Kids Triennale 2023, and Gangwon Triennale 2024 will take 
place in PyengChang, Gangwon-do.

2. Theme: Warm Revitalization.

Amid the post-pandemic era and the Anthropocene, 
which have generated disasters, environmental crisis, and 
COVID-19, the upcoming edition of Gangwon Triennale 
presents expectations for revitalization and a glimpse of 
hope as well as a dream for the reinvigoration of daily life 
and regeneration of the region. For an overview and expla-
nation of the theme of this Triennale [fig. 1] can be seen.

This theme includes sub-themes of technology, ecology, 
everyday life, and locality. At the center of the theme of 
Warm Revitalization lies the ecological interest in restor-
ing the original order from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nvironmental crisis brought about by technologies 
and technological civilization, which have been used 
for the development of humanity, that is, the message of 
hope for the use of technology in the right way and the 
resulting restoration of the ecological order. Although 
the combination of the words is not easily grasped, the 
Triennale, under the overarching theme of Warm Revi-

talization, promotes and realizes the sub theme of 'art 
in everyday life, everyday art', 'art in the region, region 
art', and criticism of ecology-technology through eco-
tech arts. Look at the 〔fig. 2〕.

This Triennale is to present disasters today through the 
types of Art of Everyday life, 'Eco-Art that explores ecolog-
ical themes', and 'Tech Art that explores the subject and 
method of technology'.

We call this way of inquiry, which integrates ecology 
and technology, which seems different at first glance, 
an ‘Eco-Techne Criticism’ approach. Therefore, through 
a series of works called 'Art-Daily-Region-Eco-Tech-
nology' that integrates ecology and technology, the two 
axis that are constantly requested by daily life and art, 
and modern civilization, the expectation of recovery and 
regeneration of daily life in the post-pandemic era is ex-
pected. Together, we would like to spread the prospect 
for a rosy future.

3. Exhibition Venue and Exhibition Composition

This year’s iteration of Gangwon Triennale 2021 is com-
prised of four parts, as shown in 〔fig 3〕: Revitalization 1 –
Tankyak at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Revitalization 
2 – Wadong at Wadong Branch School, Revitalization 3 – 
ARCHIVE at Hongcheon Art Museum, and Revitalization 
4 – Street at Hongcheon Joongang Market.

Revitalization 1 TANYAK: The exhibition hall where Re-
vitalization 1 is held is an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that was built in 1973 and used as a military facility. In 
this Triennale, this idle space, which had been closed for 
20 years, was turned into an art space. Although there 
are large-scale outdoor installations, there are mainly 
‘artworks centered on technology’ such as moving art 
called kinetic art and visual art such as media art. These 
are works that show the meaning of ‘revitalization of 
technology’.

주제어 Theme 개념 Meaning 해설 Description

따스한
Warm 

적정 온도
촉지적 쾌 

Adequate temperature, 
Tactile pleasure

극단과 대립을 포용하는 따스한 온기
강원 발 따스한 휴머니티와 희망의 예술
The warmth that embraces extremes and confrontations Warm 
humanity and Arts of hope originating from Gangwon

재생
Revitalization

재난으로부터
옛것으로부터

Daily life from a disaster,  
Present from the old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포스트 팬데믹 일상의 극복
홍천군의 옛 지역, 유휴 건물의 예술 재생
Overcoming COVID-19 to restore everyday life in the post-pandemic 
time Artistic revitalization of old areas and  
buildings in Hongcheon-gun

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지금, 여기의 희망 
Hope, here and now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를 통해 
 따스한 재생의 희망을 전함
Sharing the hope of warm revitalization through 
Gangwon Triennale 2021

 〔fig. 1〕 주제 해설 Description of the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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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2 와동 : 재생2가 열리는 전시장은 와동분교입니다. 한
국전쟁 직후인 1954년 개교한 이래 2015년 폐교된 곳입니다. 
이번 트리엔날레에서는 이 유휴 공간을 미술 작품들로 가득
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파빌리온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지역과 협업하여 만든 국수와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건축형 카페 파빌리온’과 주민, 학생이 강원 작가와 
함께 협업해서 만든 ‘입방체형 식물 파빌리온’ 그리고 생태 
미술을 실험하는 비닐하우스인 ‘반원기둥형 식물 파빌리온’
이 선보입니다. 또한 야외에는 조각과 설치 작품이, 두 동의 
교실에는 회화, 영상, 설치 등이 함께 선보입니다. 주로 ‘생태 
재생’이라는 의미를 담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
품들입니다. 

재생3 아카이브 : 재생3이 열리는 전시장은 홍천미술관인데
요. 1956년 준공되었던 만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
다. 홍천군청, 읍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로 사용되다가 2013
년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트리엔날레는 
이 공간에서 2019년 강원작가전, 2020년 강원키즈트리엔날
레 그리고 올해 행사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조명하
는 ‘강원트리엔날레 아카이브’ 전시를 개최합니다. 또한 ‘강
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전’, 그리고 일상을 주제와 소재로 
삼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일상의 예술 아카
이브전’을 펼칩니다. 마지막 전시는 이곳을 아파트 공간처럼 
꾸며서 ‘일상 재생’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Revitalization 2 WADONG: The exhibition hall where Re-
vitalization 2 is held is the Wadong branch school. It was 
opened in 1954, right after the Korean War, and closed in 
2015. For this Triennale, this idle space was turned into a 
space full of works of art. There are several huge pavilions 
here. The 'Architectural Cafe Pavilion' where you can 
enjoy noodles and coffee made in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Cubic Plant Pavilion’ created by local 
residents and students in collaboration with an artist in 
Gangwon, and the ‘Semi-Cylinder Plant Pavilion’, a plastic 
house where you can experiment with crop art. Pavilion’ 
is presented. In addition,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are 
displayed outdoors, and paintings, videos, and installations 
are displayed in the classrooms of the two buildings. These 
works main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ith the meaning of ‘ecological regeneration’.

Revitalization 3 ARCHIVE: The exhibition hall where Revi-
talization 3 is held is the Hongcheon Art Museum. As it was 
completed in 1956, it is designated as a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It was used as a Hongcheon-gun office, a town-
ship office, and a water and sewage business, but was 
reborn as an art museum in 2013. 

In this space, the Triennale will hold the ‘ARCHIVE: Gangwon 
Triennale’ highlighting the Gangwon Artist Exhibition 2019, 
the Gangwon Kids Triennale 2020, and this year’s Gangwon 
Triennale 2021. In addition, the ‘ARCHIVE: Gangwon-do 
Resident’s Everyday Memorial’ and the ‘ARCHIVE : Art of 
Everyday Life’ composed of works by international artists 
who use daily life as their subjects and materials, will be 
held. The last exhibition embodies the meaning of ‘everyday 
rebirth’ by decorating this place like an apartment space.

소주제어 Sub-theme  개념 Meaning 해설 Description

일상 예술
Art of 

Everyday life 

일상 속 예술, 일상의 예술
Art in everyday life and Everyday art

극단과 대립을 포용하는 따스한 온기
강원 발 따스한 휴머니티와 희망의 예술
Integrate everyday life with art by making everyday 
life the theme or making everyday products into art

에코테크 아트
Eco-Tech Art

생태와 기술을 주제, 소재로 삼은 예술
Art using ecology and technology as the 
subject and material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포스트 팬데믹 일상의 극복
홍천군의 옛 지역, 유휴 건물의 예술 재생 
Today's art that diagnoses various disaster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with eco art and wisely 
prepares for the future

생태-기술 비평
Eco-Techne 

Criticism

생명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는 
생태비평(Ecocriticism) +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른 현실에서의 실천을 탐구하는 
기술비평(Technocriticism)
Ecocriticism that explores life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
Technocriticism that explores the practice in 
rea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echnology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상호간의 만남이 소중해진 
시기에 생태-기술 비평 담론과 에코테크 아트로 
공동 운명체의 현재적 덕목과 미래를 탐구
In the post-pandemic era, in a time when mutual 
encounters have become more precious, we explore 
the present virtues and future of the common destiny 
through eco-technological critique discourse and 
eco-tech art.

 〔fig. 2〕 소주제 해설 Description of the sub-theme

재생4 스트리트 : 재생4가 열리는 전시장은 홍천중앙시장입
니다. 1970년대 말, 기존의 장터를 2층으로 키워 상설시장화
했고, 2015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이번 트
리엔날레는 이 공간과 함께 홍천전통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지역민이 협업하는 커뮤니티 아트를 펼칩니다. 상인들의 삶
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 아트, 홍천의 소리
를 채집한 사운드 아트, 리서칭 아트, 놀이형 커뮤니티 아트 
등 그 모습도 다양한데요. 관객들은 홍천중앙시장의 옥상에
서 이러한 예술적 결과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습
니다. 시장 곳곳과 옥상 위에 흥미로운 작품들이 설치됩니
다. ‘지역 재생’을 도모하면서 삶의 공간에서 예술 향연을 펼
칩니다. 

4. 에필로그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에는 ‘전시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
양한 ‘전시 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티스트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국제 학술 컨퍼런스, 국내 학술 컨퍼런스, 체
험 프로그램, 비평웹진, 트리엔날레 투어 등 흥미 가득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트리엔날레는 10점 이내의 영구 컬렉션을 조각 및 건축
적 조각으로 설치하고 행사 후 반출 및 폐기되는 90여 점의 
설치, 조각, 퍼포먼스 작품들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협
업하는 커뮤니티 아트가 소개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출품작

Revitalization 4 STREET: The exhibition hall where Re-
vitalization 4 is held is Hongcheon Joongang Market. At 
the end of the 1970s, the existing marketplace was turned 
into a permanent market by raising it to two floors, and 
the modernization project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5. Along with this space, this triennale will showcase 
community art in collaboration with market merchants 
and local residents at the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Media art and performance art based on the lives of mer-
chants, sound art collecting the sounds of Hongcheon, re-
search art, and play-type community art are also diverse. 
Spectators can view these artistic results as a whole from 
the rooftop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Interesting 
works are installed throughout the market and on rooftops. 
While promoting 'regional regeneration', art festivals are 
held in the living space.

4. Epilogue

For Gangwon Triennale 2021, not only the ‘exhibition pro-
gram’ but also various ‘non-exhibition programs’ were pre-
pared. We have prepared a variety of interesting programs 
such as ‘Artist workshops’, ‘Artist talks’, ‘International aca-
demic conferences’, ‘Academic conferences’, ‘experience 
programs’, ‘Critical webzine’, and ‘Triennale tours’.

This Triennale introduces community art that collabo-
rates in various ways, as well as over 110 installations, 
sculptures, and performance works that are installed in a 
permanent collection of less than 10 pieces as sculptures 
and architectural pieces, and are taken out and discard-
ed after the event. Through these various submissions, 

 〔fig. 3〕 전시 장소 Exhibition Venue

(구)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홍천미술관 Hongcheon Art Museum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홍천중앙시장 Hongcheon Joonga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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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혹은 ‘구조적 미술 + 콘텐
츠형 미술’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협업 사업’을 구현
하고 강원도 홍천 지구의 예술 섹터화를 조형적으로 실험합
니다. 예술감독,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매니저, 코디네이터, 대륙 커미셔너 등 효율
적인 큐레이팅 인력을 구성해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부합
하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를 병행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강원국
제예술제 취지에 부합하는 기획, 운영을 통해서, 강원작가전
2019,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을 잇는 완결판 행사인 강원
국제트리엔날레2021을 국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행사
로 견인합니다. 강원작가전2019이 주제 ‘Full Metal Jacket-
자유와 관용의 딜레마’를 통해 전쟁과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을 제기하고,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이 그린커넥션(Green 
Connection)을 통해 자연, 환경, 평화를 위한 소망을 제시했
다면,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2019년과 2020년 행사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비평적 담론’ 
생산을 지향합니다. 현 시대의 화두인 생태-기술 비평 담론
을 미술 행사와 접목해서 건강한 이슈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촉발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요
즈음, 예술을 통해 ‘생태, 기술, 일상, 지역’에 대한 재생을 모
색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이번 트리엔날레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hardware + software’ or ‘structured art + content-type 
art’ and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collaboration 
project’ are implemented, and artistic sectorization in 
Hongcheon, Gangwon-do is formatively experimented 
with. We organize an efficient curating workforce such as 
artistic director, curators, assistant curators, community 
art project manager, coordinator and continental commis-
sioners to hold offline and online exhibitions in line with 
the post-pandemic era.

Through planning and operation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Gangwo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was 
promoted as a legacy project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Gangwon Triennale 2021, the final 
event linking the Gangwon Artist Exhibition 2019 and 
the Gangwon Kids Triennale 2020, will be promoted as 
an event to establish itself as an international brand. do. 
Gangwon Artist Exhibition 2019 raises awareness about 
war and violence through the theme 'Full Metal Jack-
et-The Dilemma of Freedom and Tolerance', and Gangwon 
Kids Triennale 2020 brings hope for nature, environment, 
and peace through Green Connection. If presented, the 
Gangwon Triennale 2021 aims to produce a 'critical dis-
course' that urges alternatives to the issues raised by 
the 2019 and 2020 events. We intend to produce healthy 
issues by combining the eco-technical critique discourse, 
the current buzzword, with art events. In particular, these 
days, living in a post-pandemic era triggered by COVID-19, 
we seek to recreate ‘ecology, technology, daily life, and 
region’ through art.

We prepared hard. I hope that the audience will visit this 
Triennale a lot and give it a lot of love.



GANGWON TRIENNALE 2021

1부. 전시 프로그램
PART 1
EXHIBI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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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영선 Youngsun LIM(1959~) 한국 Korea
2. 임옥상 Ok-Sang LIM(1950~) 한국 Korea
3. 고요한 YoHan KO(1992~) 한국 Korea
4. 댄 홀터 Dan HALTER(1977~) 짐바브웨 Zimbabwe
5. 김성복 Sung bok KIM(1964~) 한국 Korea
6. 김진우 Jinwoo KIM(1969~) 한국 Korea
7. 일그바르스 잘란스 Ilgvars ZALANS(1962~) 라트비아 Latvia
8.  나인성 In-Sung NA(1988~) 한국 Korea 
9. 이명호 Myoung ho LEE(1975~) 한국 Korea
10. 조병철 Byungchul CHO(1974~) 한국 Korea
11. 레베카 멘데즈 Rebeca MÉNDEZ(1962~) 미국, 멕시코  USA, Mexico
12. 케비나-조 스미스 Kevina-Jo SMITH(1979~) 호주 Australia
13. 이이남 Lee Nam LEE(1969~) 한국 Korea
14. 백정기 Jungki BEAK(1981~) 한국 Korea
15. 안나 리트리도우 Anna LYTRIDOU(1962~) 키프로스 Cyprus
16. 임케 러스트 Imke RUST(1975~ ) & 나미비아, 독일   
 슈테펜 홀츠캄프 Steffen HOLZKAMP(1963~) Namibia, Germany
17. 이지연 Jiyen LEE(1979~) 한국 Korea
18. 첸 사이 화 콴 Chen Sai HUA KUAN(1976~) 싱가포르 Singapore
19. 이소영 Soyoung LEE(1972~) 한국 Korea
20. 겐코 귈란 Genco GÜLAN(1969~) 터키 Turkey
21. 한호 Ho HAN(1972~) 한국 Korea
22. 문소현 Sohyun MOON(1983~) 한국 Korea
23. 이탈 Tal LEE(1967~) 한국 Korea
24. 이동욱 Dongwook LEE(1976~) 한국 Korea
25. 이정교 Jung Gyo LEE(1963~) 한국 Korea
26. 미야오 샤오춘 MIAO Xiaochun(1964~) 중국 China
27. 조은필 Eun Phil CHO(1979~) 한국 Korea 

 

28. 김성수 Sungsoo KIM(1984~) 한국 Korea
29. 정혜례나 Hyeryena  JUNG(1963~) 한국 Korea
30. 변경수 Kyungsoo BYUN(1978~) 한국 Korea
31. 이창희 Changhee LEE(1980~) 한국 Korea
32. 이호영 Hoyoung LEE(1965~) 한국 Korea 
33. 마리아 멜레스키나 Maria MELESHKINA(1992~) 러시아 Russia
34. 루멘 미호프 디미트로프 Rumen Mihov DIMITROV(1965~) 불가리아 Bulgaria
35. 박장근 Jangkeun PARK(1968~) 한국 Korea
36. 디어드레 오마호니 Deirdre O'MAHONY(1956~) 아일랜드 Ireland
37. 김순임 Soonim KIM(1975~) 한국 Korea
38. 사라 미콜라이 Sara MIKOLAI(1989~) 스리랑카, 독일 Sri-Lanka, Germany 
 이수루 쿠마라싱에 Isuru KUMARASINGHE(1987~) 스리랑카 Sri-Lanka
39. 지아드 모우카젤 Ziad MOUKARZEL(1981~) 레바논 Lebanon 
40. 신재은 Jaeeun SHIN(1984~) 한국 Korea
41. 정태규 Taekyu JEONG(1971~) 한국 Korea
42. 첸웬링 CHEN Wenling(1969~) 중국 China
43. 노동식 Dongsik ROE(1973~) 한국 Korea
44. 김도희 Dohee KIM(1979~) 한국 Korea 
45. 조영하 Youngha JO(1965~) 한국 Korea 
46. 김명희 Myonghi KIM(1949~) 한국 Korea
47. 김한규 Hankyoo KIM(1978~) 한국 Korea 
48. 마이클 그랩 Michael GRAB(1984~) 캐나다 Canada
49. 홍나겸 Nakyum HONG(1971~) 한국 Korea 

50. 제니퍼 스타인캠프 Jennifer STEINKAMP(1958~) 미국 USA
51. 양순영 Soonyoung YANG(1966~) 한국 Korea
52. 퀸 동 QUYNH Dong(1982~) 스위스 Switzerland
53. 리차드 스트라이트메터-트랑 RICHARD STREITMATTER-Tran(1972~) 미국, 베트남 USA, Vietnam
54. 박종갑 Jonggab PARK(1968~) 한국 Korea
55. 요하네스 헬덴 Johannes HELDÉN(1978~) 스웨덴 Sweden
56. 윤영화 Younghwa YOON(1964~) 한국 Korea
57. 권용택 Youngtaek KWON(1953~) 한국 Korea
58. 한홍수 Hongsu HAN(1959~) 한국 Korea
59. 차기율 Kiyoul CHA(1961~) 한국 Korea 

 

60. 위타왓 통키우 Wittawat TONGKEAW(1974~) 태국Thailand
61. 전덕제 Dug-Je JEON(1966~) 한국 Korea
62. 막스 음바코 Max MBAKOP(1983~) 카메룬 Cameroon
63. 죠지 오소디 George OSODI(1974~) 나이지리아 Nigeria
64. 오메르 페스트 Omer FAST(1982~) 미국, 이스라엘 USA, Israel
65. HL (1996~) 미얀마 Myanmar
66. 윤영혜 Young-Hye YOON(1982~) 한국 Korea
67. 홍일화 Il-Hwa HONG(1974~) 한국 Korea
68. 토마스 헤더윅/헤더윅 스튜디오  영국 
 Thomas HEATHERWICK/Heatherwick Studio(1970~) United Kingdom
69. 바바라 바그너 & 벤자민 데 부르카  브라질, 아일랜드
 Barbara WAGNER(1980~) & Benjamin DE BURCA(1975~) Brazil, Ireland
70. 실비아 아만세이 & 보그단 아르마누 루마니아 
 Silvia AMANCEI & Bogdan ARMANU(1991~) Romania
71. 박수근 Soo Keun PARK(1914~1965) 한국 Korea
72. 김환기 Whan-Ki KIM(1913~1974) 한국 Korea
73. 이중섭 Jung-Seob LEE(1916~1956) 한국 Korea
74. 장욱진 Ucchin CHANG(1917~1990) 한국 Korea
75. 강정헌 Jung Hun KANG(1978~) 한국 Korea
76. 에바 틴드 Eva TIND(1974~) 덴마크 Denmark
77. 김기대 Kidai KIM(1979~) 한국 Korea
78. 최우람 U-Ram CHOE(1970~) 한국 Korea
79. 황선태 Seon Tae HWANG(1972~) 한국 Korea
80. 토마스 아코스 Tamas AKOS(1954~) 헝가리 Hungary
81. 김영미 Young-Mi KIM(1961~) 한국 Korea
82. 노진아 Jinah ROH(1975~) 한국 Korea
83. 유지숙 Ziesook YOO(1976~) 한국 Korea
84. 김노암 No Am KIM(1968~) 한국 Korea
85. 이지현 Ji Hyun LEE(1965~) 한국 Korea
86. 유정혜 Jounghye YOO(1960~) 한국 Korea
87. 칭 리앙 첸/ 아 레온 Ching-Liang CHEN/Ah LEON(1953~) 대만 Taiwan
88. 다리오 에스코바르 Darío ESCOBAR(1971~) 과테말라 Guatemala
89. 밀란 코우트 Milan KOUT(1948~) 체코 Czech Republic
90. 안카 레스니악 Anka LESNIAK(1978~) 폴란드 Poland
91. 도리스 방크 Doris BANK(1964~2019) 독일 Germany
92.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  벨라루스 
 Yauheni ADZINOCHANKA(1960~) Republic of Belarus 

  
93. 전병철 Byung-Cheol JEON(1965~) 한국 Korea
94. 김현주, 조광희 Hyun-Joo KIM(1975~), Kwang-Hee CHO(1968~) 한국 Korea
95. 예술장돌뱅이 Art Nomadic Trader(2012~)  한국 Korea
96. 정하웅 Ha-Eung JUNG(1961~) 한국 Korea
97. 이광영 Kwang-Young LEE(1955~) 한국 Korea
98. 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베트남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2014~) Korea, China, France, Germany, Vietnam
99. 성능경 Neung-Kyung SUNG(1944~) 한국 Korea
100. 왕치(윤진섭), Wangzie(Jin-Sup YOON, 1956~) 한국 Korea
101. 이경호 Kyung-Ho LEE(1967~) 한국 Korea
102. 유진규 Jin-Gyu YU(1952~) 한국 Korea 
103. 바바라 미하이 Barbara MIHÁLYI(1988~) 헝가리 Hungary
104. 극단 새날, 서미화 Creative group Sae-Nal, Mi-Hwa SEO(1974~ ) 한국 Korea 

출품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No. 작가 Artist 국적 Nationality
 

전시 Exhibition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

재생 4. 스트리트
Revitalization 4. 
STREET

총 39개국, 104팀, 139명의 작가, 126점의 작품
Total 126 Artworks, 139 Artists, 104 Teams,  

39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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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배치도 
Floor Plan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1.  임영선 Youngsun LIM
2.  임옥상 Ok-Sang LIM
3.  고요한 YoHan KO
4.  댄 홀터 Dan HALTER
5.  김성복 Sung bok KIM
6.  김진우 Jinwoo KIM

7.  일그바르스 잘란스 
 Ilgvars ZALANS
8.  나인성 In-Sung NA
9.  이명호 Myoung ho LEE 

1. 조병철 Byungchul CHO 
2. 레베카 멘데즈 
 Rebeca MÉNDEZ
3. 케비나-조 스미스 
 Kevina-Jo SMITH
4. 이이남 Lee Nam LEE
5. 백정기 Jungki BEAK
6. 안나 리트리도우 
 Anna LYTRIDOU

7. 임케 러스트 Imke RUST
 슈테펜 홀츠캄프
  Steffen HOLZKAMP
8. 이지연 Jiyen LEE
9. 첸 사이 화 콴 
 Chen Sai HUA KUAN
10. 이소영 Soyoung LEE
11. 겐코 귈란 Genco GÜLAN
12. 한호 Ho HAN

13. 문소현 Sohyun MOON
14. 이탈 Tal LEE 
15. 이동욱 Dongwook LEE 
16. 이정교 Jung Gyo LEE 
17. 미야오 샤오춘 
 MIAO Xiaochun
18. 조은필 Eun Phil CHO 

실외 Outdoor 실내 Indoor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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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장근 Jangkeun PARK
9. 디어드레오마호니
 Deirdre O'MAHONY
10. 김순임 Soonim KIM
11. 사라 미콜라이 Sara MIKOLAI
 이수루 쿠마라싱에 
 Isuru KUMARASINGHE
12. 지아드 모우카젤
 Ziad MOUKARZEL

13. 신재은 Jaeeun SHIN
14. 정태규 Taekyu JEONG
15. 첸웬링 CHEN Wenling
16. 노동식 Dongsik ROE

1.  김성수 Sungsoo KIM
2. 정혜례나 Hyeryena JUNG
3. 변경수 Kyungsoo BYUN
4. 이창희 Changhee LEE
5. 이호영 Hoyoung LEE
6. 마리아 멜레스키나
 Maria MELESHKINA
7. 루멘 미호프 디미트로프
 Rumen Mihov DIMITROV 

실외 Outdoor

1. 김도희 Dohee KIM
2. 조영하 Youngha CHO
3. 김명희 Myonghi KIM
4. 김한규 Hankyoo KIM
5. 마이클 그랩 Michael GRAB
6. 홍나겸 Nakyum HONG

실내 A홀 Indoor

1. 제니퍼 스타인캠프 
 Jennifer STEINKAMP
2. 양순영 Soonyoung YANG
3. 퀸 동 QUYNH Dong
4. 리차드 스트라이트메터-트랑 
 RICHARD  
 STREITMATTER-Tran
5. 박종갑 Jonggab PARK

6. 요하네스 헬덴 
 Johannes HELDÉN
7. 윤영화 Younghwa YOON
8. 권용택 Youngtaek KWON
9. 한홍수 Hongsu HAN
10. 차기율 Kiyoul CHA

실내 B홀 Indoor

실내 A홀 
Indoor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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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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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B홀 
Indoor

복도

출입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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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B동 (신관)

A동 (구관)

작품 배치도 
Floor Plan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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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
 ARCHIVE: Gangwon-do Resident’s  
 Everyday Memorial

2. 강원트리엔날레 아카이브   

 ARCHIVE:Gangwon Triennales
3. 위타왓 통키우 
 Wittawat TONGKEAW

A홀 A Hall

1.  전덕제 Dug-Je JEON
2. 막스 음바코 Max MBAKOP
3. 죠지 오소디 George OSODI
4. 오메르 페스트 Omer FAST
5. HL
6. 윤영혜 Young-Hye YOON
7. 홍일화 Il-Hwa HONG
8. 토마스 헤더윅 
 Thomas HEATHERWICK
9. 바바라 바그너 & 
 벤자민 데 부르카
 Barbara WAGNER &  
 Benjamin DE BURCA

10. 실비아 아만세이 & 
 보그단 아르마누
 Silvia AMANCEI & 
 Bogdan ARMANU
11. 박수근 Soo Keun PARK
12. 김환기 Whan-Ki KIM
13. 이중섭 Jung-Seob LEE
14. 장욱진 Ucchin CHANG
15. 강정헌 Jung Hun KANG
16. 에바 틴드 Eva TIND
17. 김기대 Kidai KIM
18. 최우람 U-Ram CHOE

19. 황선태 Seon Tae HWANG
20. 토마스 아코스 Tamas AKOS
21. 김영미 Young-Mi KIM
22. 노진아 Jinah ROH
23. 유지숙 Ziesook YOO
24. 김노암 No Am KIM
25. 이지현 Ji Hyun LEE
26. 유정혜 Jounghye YOO
27. 칭 리앙 첸/ 아 레온
 Ching-Liang CHEN/Ah LEON
28. 밀란 코우트 Milan KOUT
29. 다리오 에스코바르
 Darío ESCOBAR

30. 안카 레스니악 
 Anka LESNIAK
31.  도리스 방크 Doris BANK
32.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 
 Yauheni ADZINOCHANKA

실내 B홀 Indoor   

일상의 예술 아카이브 ARCHIVE: Art of Everyday Life

1 2

33

작품 배치도 
Floor Plan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
홍천미술관 
Hongcheon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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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병철 Byung-Cheol JEON
2. 김현주/조광희 
 Hyun-Joo KIM /
 Kwang-Hee CHO

3. 예술장돌뱅이 
 Art Nomadic Trader 
4. 정하응 Ha-Eung JUNG
5. 이광영 Kwang-Young LEE

6. 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

홍천중앙시장 2층 옥상

7.  성능경 Neung-Kyung SUNG 
8. 왕치(윤진섭) 
 Wangzie(Jin-Sup YOON)
9. 이경호 Kyung-Ho LEE

10. 유진규 Jin-Gyu YU
11. 바바라 미하이
 Barbara MIHÁLYI

12. 극단 새날, 서미화
 Creative group 
 Sae-Nal, Mi-Hwa SEO

홍천중앙시장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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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1

서문 동문

홍천전통시장

꽃뫼공원

농협

출입구3

출입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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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북문

남문

동문

홍천전통시장

꽃뫼공원

농협

8

7

작품 배치도 
Floor Plan

재생 4. 스트리트 
Revitalization 4. STREET
홍천중앙시장 
Hongcheon Joongang Market



실내 Indoor 

1.  조병철 Byungchul CHO(1974~), 한국 Korea
2.  레베카 멘데즈 Rebeca MÉNDEZ(1962~), 미국 USA
3.  케비나-조 스미스 Kevina-Jo SMITH(1979~), 호주 Australia
4.  이이남 Lee Nam LEE(1969~), 한국 Korea
5.  백정기 Jungki BEAK(1981~), 한국 Korea
6.  안나 리트리도우 Anna LYTRIDOU(1962~), 키프로스 Cyprus
7.  임케 러스트 Imke RUST(1975~ ), 나미비아/독일 Namibia/Germany 
 슈테펜 홀츠캄프 Steffen HOLZKAMP(1963~), 독일 Germany
8.  이지연 Jiyen LEE(1979~), 한국 Korea
9.  첸 사이 화 콴 Chen Sai HUA KUAN(1976~), 싱가포르 Singapore
10. 이소영 Soyoung LEE(1972~), 한국 Korea

11. 겐코 귈란 Genco GÜLAN(1969~), 터키 Turkey
12. 한호 Ho HAN(1972~), 한국 Korea
13. 문소현 Sohyun MOON(1983~), 한국 Korea
14. 이탈 Tal LEE(1967~), 한국 Korea
15. 이동욱 Dongwook LEE(1976~), 한국 Korea
16. 이정교 Jung Gyo LEE(1963~), 한국 Korea
17. 미야오 샤오춘 Miao Xiaochun(1964~), 중국 China
18. 조은필 Eun Phil CHO(1979~), 한국 Korea

야외 Outdoor 

1.  임영선 Youngsun LIM(1959~), 한국 Korea
2.  임옥상 Ok-Sang LIM(1950~), 한국 Korea
3.  고요한 YoHan KO (1992~), 한국 Korea
4.  댄 홀터 Dan HALTER(1977~), 짐바브웨 Zimbabwe
5.  김성복 Sung bok KIM(1964~), 한국 Korea
6.  김진우 Jinwoo KIM(1969~), 한국 Korea
7.  일그바르스 잘란스 Ilgvars ZALANS(1962~), 라트비아 Latvia
8.  나인성 In-Sung NA(1988~), 한국 Korea
9.  이명호 Myoung ho LEE(1975~), 한국 Korea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전시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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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works including 'Wave Wine Bottles' wait for the audi-
ence. Artist Jo's works are the kinetic art and video works 
based on the contemporary technology.

Owing to the support from Hongcheon county adminis-
tration, the conveyer belt that has not been operated for 
about 2 decades would be re-operated to help the art 
works exhibited thereupon beautifully. Our contemporary 
people still being engaged with war on their spot of life, it 
is hoped earnestly, would be healed and relaxed mentally 
both on-line and off-line through this 'Warm Revitalization'. 
I also hope that this 'Ammunition Plant' would continue to 
fulfill its duties as an optimized Art Bunker for the differen-
tiated media art.

Intentions and attitudes are what traverse between 
the boundaries of prejudice

Along with other exhibition sites, a number of human 
resources were hired and provided as assistant staff mem-
bers for making the Triennale. I was deeply concerned to 
find out that they were the untrained local residents, and it 
was only later that I realized such concern was an ignorant 
prejudice to discriminate against so-called art people from 
outsiders by insisting on the cultural realm of such a field. 
One female hall monitoring staff member executed how to 
turn on and off all the video works after just a single training 
session. I have been told that she read and studied all 50 
or so pages of the exhibition manual including the handling 
of 1 computer and 12 projectors of 5 different kinds later 
that night. Regardless of the level of simplicity in handling 
something, would I be able to do the same with something 
that I have never encountered before in just one day, more 
importantly, would I have the willing attitude. The staff lead-
er always started dashing whenever he was given a job. He 
did not have to but he did. He promptly led others and never 
passed a day with the jobs. The ones I objectified as outsid-
ers were mature professionals, having been sustaining their 
lives with faithful intentions and attitudes. The experience 
of those plural intentions and attitudes making the Triennale 
penetrated one’s prejudice, moreover influenced the per-
son to become a better one. The influence was made not 
by the visitor’s hierarchical experience eager to decipher 
the exhibiting works, but by the experience of the Triennale 
surrounding them as a whole; the consequential effect of 
the intentions and attitudes contained in every aspect of it. 
Therefore the 2021 Gangwon Triennale is the consequential 
effect of the intentions and attitudes by the people who 
were faithful and devoted to their roles, and those people 
only. I give sincere appreciation to Sol bi Kim, Tae young 
Park, Geum sung Lee, Ok soon Kim, Ok yeon Lee, Jin soon 
Yong, Sung mi Yong, Chung sik Choi, Seoung hwa Park, 
Young deok Kim, Young hwan Kim, Jung soon Kim, Sun ok 
Seo, Kyung soon Lee, Im soon Lee, Chan sik Jeon, Young 
bong Cha, Baek bum Hwang, Hyun jung Oh, Ji hye Kang, 
Soon deok Hwang, Kang ho Choi, and look forward their 
very effect to influencing everyone visiting the Triennale. 

Translated by Jin Young KOH

 

탄약정비공장의 새로운 얼굴, ‘미디어아트 벙커’

‘탄약정비공장’은 1973년에 준공되어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을 6.25 전쟁 이후 남은 탄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었던 군 유휴지이다. 민족상잔(民族相殘)의 아픔과 상
처를 오롯이 품고 역사의 증인으로 남겨진 이 현장이 강원
국제트리엔날레2021 <따스한 재생>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
한 예술 미디어 작품들을 품어 안는 ‘미디어아트 벙커’로 거
듭나게 되었다. 

한반도를 넘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同時代) 전 세
계의 모습은 어떠한가? ‘Covid19’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
는 복병, 바이러스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의 상
황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Pandemic)’의 상황
에서 국외 작가와 작품들의 유입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이 지금의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적
합한 국제전시의 형태 또한 ‘미디어아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따스한 재생>의 전시 스팟 
4곳 중 ‘재생 1. 탄약정비공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2
개국, 28명의 작가 (팀)으로 다양한 장르와 내용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임영선 작가의 작품 ‘2068’을 포함한 실외작
품 9점과 조병철 작가의 ‘웨이브 와인 보틀즈 (Wave Wine 

Bottles)’를 포함한 현대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키네틱 
아트와 영상작품 18점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에서는 홍천군의 많은 도움
으로 20여 년 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컨베이어 벨트가 재가
동되고 그 위에 예술 작품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어
느 때보다 삶의 현장에서 많은 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대인
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신적 치유와 휴식, ‘따스한 재생’이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전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일
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또한 ‘탄약정비공장’이 차별
화된 미디어아트를 위한 최적화된 아트 벙커로서 그 의미
와 소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란다.

 임수미 Soo Mi LIM 

 수석큐레이터 Chief curator

의도와 태도는 편견의 경계를 횡단한다

다른 전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탄약정비공장에도 전시 설치 
지원과 지킴이 등에 보조 인력이 채용되었다. 채용된 인원이 
마을 주민이라는 것을 전달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고, 그것이 
특정 분야의 문화를 근거로 미술인과 일반인을 구분하려는 
무지한 편견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전시장 지
킴이 여성 한 분은 전시장 영상 작품을 켜고 끄는 법을 한 번
의 교육 이후 그대로 실행하였다. 컴퓨터 1대, 5종류의 프로
젝터 12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달한 50페이지 분량의 전시
장 매뉴얼을 교육받은 그날 밤에 스스로 숙지했다고 했다. 
조작법의 경중을 떠나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무
언가를 나는 하루 만에 숙지할 수 있을까, 더 중요히, 그처럼 
숙지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인력 반장은 그에게 작업
을 부탁할 때마다 뛰어다녔다. 뛸 필요는 없었지만, 그는 그
렇게 서둘러 뛰어다녔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통솔하며 맡은 
작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일에 완료하였다. 내가 일반인이
라고 대상화했던 그들은 각자의 삶을 충실한 태도로 지탱해
온, 완숙한 기술자들이었다. 그 복수의 의도와 태도들이 완
성한 예술제의 경험은 한 사람의 편견을 관통하였고, 나아가 
그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영향력으로 되돌
아왔다. 그것은 예술제 곳곳에 스며들었고, 작품 관람에 함
몰된 수직적 경험이 아닌 작품을 둘러싼 예술제에 대한 전체
적 경험의 인과로 작용한 것이었다. 2021년 강원국제트리엔
날레는 이처럼 본분에 헌신한 사람들만의 의도와 태도의 인
과물이다. 김솔비, 박태영, 이금성, 김옥순, 이옥연, 용진순, 
용성미, 최충식, 박승화, 김영덕, 김영환, 김정순, 서선옥, 이
경순, 이임순, 전찬식, 차영봉, 황백범, 오현정, 강지혜, 황순
덕, 최강호에게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하며, 예술제를 통하
여 그들의 영향력이 훌륭한 작품과 함께 모든 방문객의 경험
에서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 

 고진영 Jin Young KOH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Assistant Curator

A New Face of the Ammunition Plant, ‘Media Art Bunker’

'Ammunition Plant' was completed in 1973, and thus, 
it would be used for almost 3 decades to maintain the 
leftover ammunitions after the Korean War. After then, it 
would be idle as an abandoned military estate. This spot 
that has remained as a historical witness harboring the 
pain and scar of the national conflicts has been reborn 
into 'Media Art Bunker' through a theme of Gangwon Tri-
ennale 2021, "Warm Revitalization" that embraces diverse 
media art works throughout the world. 

What about the appearances of our contemporary worl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engaged in an-
other war with the invisible ambush or the COVID-19. The 
war seems to be endless. In such a situation of Pandemic 
not experienced before, foreign artists and their art works 
can hardly be brought in. Ironically, the type of the inter-
national exhibition that would be most feasible in such a 
situation may well be 'the media art'.

'Revitalization 1. TANYAK' or one of the 4 exhibition spots 
for this "Gangwon Triennale 2021, Warm Revitalization" 
invites 28 artists (or their teams) from 12 countries in-
cluding Korea. It would show up the art works of diverse 
genres and contents. Artist Young Sun LIM's 9 outdoor 
installations including '2068' and artist Byung Chul CHO's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야외 Outdoor

기술 재생을 탐구하는 
테크놀로지 아트, 조각적 설치

Technology art exploring technological 
revitalization, sculpture,  

and installation

실내 Indoor

기술 재생을 탐구하는  
키네틱아트, 미디어아트

Kinetic art and media art exploring 
technological revitalization

탄약정비 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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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작품 2068은 향후 50년 후에 인간에 의해서 노동을 하는 풍경이 사라짐과 동시
에 이런 노동자의 모습이 2068년도에는 종적을 감춰 기념비로서 모습으로 사
람들에게 다가섬을 예고하는 의미를 지닌다. 미래에는 메타버스 시대가 가속
화될 전망이다. 모든 산업의 영역이 기계로 대체되고 인간의 노동력이 최소한
의 기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은 이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를 행복
하게 하기 위한 문명의 시스템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구조로 바뀔 수
도 있음을 경고한다. 여기에 작품 2068은 50년 후에 인간의 노동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러한 노동자의 모습은 마치 기념 조각으로 상징화되는 마지막 전유
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68’s significance is in foretelling that the scene of human labor will dis-
appear in 50 years, and the scene of laborers will be nowhere to be found 
by 2068 and only to come across as a moment to people. The age of the 
metaverse will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It is not news anymore that all 
the industrial sectors will be replaced with machines, and human labor will 
be reduced to the minimum. There is a warning that the system of civiliza-
tion to make humanity happy can turn into an unhealthy social structure. 
2068 alludes that in 50 years, the age of human labor will come to an end, 
and the sight of laborers would be the last property of the time to be re-
membered only as a memorial sculpture.

한국 Korea

한국 군산 출생, 
현, 한국 광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Kunsa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wangju, Korea

<2068>, 2018, P.V.C, 알루미늄, 
350 × 60 × 170cm
2068, 2018, P.V.C, aluminum, 
350 × 60 × 170cm 

임영선 (1959~) 

Youngsu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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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임영선의 작품, <2068>
2068 by Youngsun LIM of Korea

탄약창고 언덕에 금빛의 노동자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2068입니다. 작가는 2068년을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까닭
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가 사라진 시대’로 상상합니다. 앞으로 
반세기가 되지 않는 시간 뒤에 노동자가 사라지다니, 생각만 해도 아
찔합니다. 노동자가 사라진 미래에는 노동자상만이 기념비로 남을 
테지요. 금빛의 인물상과 붉은 조각대의 희망 가득한 색상과 달리 이 
작품은 곧 닥칠지도 모를 검은빛의 우울한 미래를 비판적으로 경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역설적으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
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On the hill of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stands 
a golden worker statue. The work is titled 2068. Youngsun LIM 
imagines the year 2068 as 'the age where manual workers are 
nowhere to be found because of machines replacing humans.’ 
It is mind-boggling to picture a day when all workers are gone 
in less than half a century from now. With all the workers gone, 
only the statue of a worker will remain as a monument in the fu-
ture. Contrary to the glaring gold and red colors of the statue and 
stand, the work warns the viewers of the dark and gloomy future 
that may be just around the corner.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is work paradoxically shows how precious lab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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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1950~) 

Ok-Sang
LIM

<평화의 나무>, 2020-2021, 
코르텐강, 아크릴 패널에 채색, 
가변 설치
Tree of Peace, 2020-2021, 
Corten steel, coloring on 
acrylic panel, Variable 
installation.

평화의 나무 II 
Tree of Peace II

씨를 뿌려 꽃을 피우자. 그래서 탄약정비공장 안에 평화와 소망의 커
다란 능선을 만들자.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에서는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에 참여했
던 기존의 작품에 야생화 씨를 뿌리고 전시 기간 중 꽃으로 가득하도
록 기획했다. 

Sow the seeds and let the flowers bloom. So let’s build a great 
ridge of peace and hope inside the ammunition repair factory. 
In ‘Gangwon Triennale 2021’, this work has been planned to be 
filled with flower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by planting wild-
flower seeds on the existing works that participated in the Gang-
won kids Triennale 2020.

한국 Korea

한국 부여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거주
Born in Buyeo, Korea 
Lives in Gyu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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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임옥상의 작품, <평화의 나무 II>
Tree of Peace II  by Ok-Sang LIM, of Korea

탄약정비 공장 야외에 커다란 흙 언덕이 있습니다. 강원키즈트리엔
날레 2020에 참여했던 작품이죠. 작가는 가을이 오기 전에 기존의 작
품 외벽에 씨를 뿌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될 9월 말에는 코스모스와 
각종 꽃들이 어우러져 가을 향을 물씬 풍겨낼 겁니다. 이번 강원국제
트리엔날레2021이 지향하는 따스한 재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과
거의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이전의 것으로부터 이후의 것으로 
말이죠. 이제 작품 위 꼭대기에 있는 소망과 희망의 나무가 함께 이
야기 나눌 친구들이 생겼군요. 꽃들과 그리고 우리 말입니다.

There is a large dirt hill outside the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It was an artwork that participated in at the Gangwon Kids 
Triennale 2020. The artist sowed seeds on the side of the previous 
work before autumn. At the end of September, when the event 
will begin, cosmos and various flowers will blend together to give 
off the scent of autumn. This is the kind of ‘warm revitalization’ 
that Gangwon Triennale 2021 aims for. From the past to the new, 
from the past to the after. Now the tree of ‘wish and hope’ at the 
top of the artwork has friends as ‘flowers and us’ to talk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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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공주 출생,
현, 한국 공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Gongj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ongju, 
Korea

<생명의 싹>, 2021, 강철,  
600 × 400 × 400cm
Sprout of Life, 2021, Steel, 
600 × 400 × 400cm

고요한 (1992~) 

YoHan 
KO

생명의 싹 
Sprout of Life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우리 민족
은 불행했던 일제 강점기 직후 3년간 참혹했던 한국전쟁의 
아픔을 지닌 채, 안타깝게도 종전이나 통일을 이루지 못하
고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나의 
작품 속의 탱크는 전쟁이 가져다 준 유혈과 죽음, 파괴, 절
망, 고통 그리고 슬픔 등 비극적인 상황을 연상케 한다. 그 
위에 나는 생명을 상징하고 화해와 사랑의 의미를 담은 심
장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의 싹이 트길 소망하면서 . . .

Kore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and its 
people bear the pain of the Korean War, which was dev-
astating for three years right after the unfortunate Japa-
nese colonial period. Unfortunately, the end of the war or 
unification has not yet been achieved and tensions have 
not been relieved by the ceasefire. The tank in my work 
is reminiscent of tragic situations such as bloodshed, 
death, destruction, despair, pain and sorrow brought 
about by war. The heart on top of the tank symbolizes 
life and contains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and 
love, and hope that real peace will sprout on this land 
in the near fut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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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고요한의 작품, <생명의 싹>
Sprout of Life by YoHan KO of Korea

군사시설이었던 탄약창고 부지에 자리한 실물의 탱크 한 대를 둥근 형상의 조
각이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포탄을 쏘아대는 탱크를 감싸 
안은 따스한 피가 흐르는 심장입니다. 두 개가 모두 같은 철구조물이지만, 하나
는 냉혹한 파괴를 또 다른 하나는 뜀박질하는 생명을 전합니다. 과거에 전쟁을 
거쳤고 혹시 모를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수많은 국가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
비해야만 할까요? 작가는 파괴와 죽음을 낳는 전쟁의 상징 위에 평화와 생명의 
상징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의 싹을 함께 키워나가길 권유합니다. 그는 말
합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쟁 대신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생명”!

A round-shaped sculpture gently embraces a life-sized tank placed on the 
site of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a former military facili-
ty. Yes, it is a heart, pumping warm blood, that embraces the tank that fires 
terrifying shells. Both of them are made of the same material, steel, yet one 
conveys ruthless destruction while the other delivers a jumping and run-
ning force of life. How should the numerous countries brace themselves 
for the future, having been at war in the past and preparing for a potential 
one? YoHan KO places the symbol of peace and life on top of the symbol of 
war that begets destruction and death and invites us to grow the sprout of 
life together. The artist says, “The solution is not far. Love, peace, and life, 
in plac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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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홀터 (1977~) 

Dan 
HALTER

오베이 / 이에보 
OBEY / YEBO

댄 홀터의 작업은 종종 언어와 지역-특정적인 변화를 다룬다. 작가는 
복종하다는 뜻의 단어 ‘오베이(OBEY)’로 언어 유희하는 짐바브웨의 
국기를 만들었다. 깃발 위에 보이는 영단어 ‘오베이(OBEY)’를 거꾸로 
읽으면 ‘이에보(YEBO)’인데, 이는 줄루어로 ‘좋다(YES)’의 의미를 지
닌다. ‘이에보(YEBO)는 은데벨레(Ndebele) 언어로 남아프리카와 짐
바브웨에서 ‘좋다(YES)’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짐바브웨 
국기에 새겨진 ‘오베이(OBEY)’란 단어는 어떤 형태의 반대나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정부를 암시한다. 이 작품은 동시에 많은 사람
들이 그곳에서 집권당에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좋다Yes’)을 보
이도록 강요한 내부의 권력 남용을 드러낸다. 

Dan Halter’s work often deals with language and specific local 
turns-of-phrase. The artist has created a flag that references the 
flag of Zimbabwe and plays with the word ‘obey’. In the case of 
this work there is a play on the English word ‘obey’ and it’s read-
ing in reverse: ‘yebo’; which means ‘yes’ in Zulu. This is widely 
understood in South Africa and in Zimbabwe where ‘yebo’ means 
‘yes’ in the Ndebele language. This word on the Zimbabwean flag 
alludes to the draconian government there that does not tolerate 
any form of opposition or criticism. The work reflects the abuse 
of power from inside that forced many people to appear slavishly 
devoted to ruling party there.

짐바브웨 Zimbabwe

짐바브웨 하라레 출생,
현, 짐바브웨 거주
Born in Harare, Zimbabwe
Lives in Zimbabwe

<오베이 / 이에보>, 2021, 혼합재료, 
깃발 크기 100 × 200cm, 봉 가변크기
OBEY / YEBO, 2021, Mixed media, 
Flag size 100 × 200cm, pole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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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작가 댄 홀터의 작품, <오베이 / 이에보>
OBEY / YEBO by Dan HALTER of Zimbabwe

작가는 탄약정비공장에 가설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
멘트 블록 위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이 깃발에는 짐바브웨 국기에 ‘복
종하다’는 뜻의 단어 ‘오베이(OBEY)’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관객은 
깃발 앞면에 인쇄된 이 작품의 뒷면에서 얇은 천의 특성상 거꾸로 된 
이미지와 글자를 보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 글자는 ‘이에보(YEBO)’
로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란의 식민 역사와 공포의 독
재 시대를 경험했던 짐바브웨 국민으로서, 국가의 위상에 대해서 고
민하는 한 예술가의 고민이 이 작품에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
겠습니다. 재기발랄하면서도 엄중한 정치의식이 혼재한 개념미술이
라 하겠습니다.  

Dan Halter planted a flag on a cement block that supposedly had 
a temporary structure at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site. On the national flag of Zimbabwe is printed OBEY, 
meaning to submit. On this other side of the work, the viewer 
would see the reversed image of the word as the fabric is thin 
enough to allow that. There, the word reads YEBO, which means 
good. As a Zimbabwean who experienced chaotic colonial rule 
and years of terrifying dictatorship, Dan Halter captures his 
desperate concerns about the status of his nation in this work. 
The work embodies a conceptual art, bringing together wit and 
solemn politic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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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바람이 불어도 가야한다>, 2021, 
스테인리스 스틸, 280 × 134 × 330cm
Must Go Against the Wind, 2021, 
Stainless steel, 280 × 134 × 330cm
크라운 해태 소장 
Courtesy of Crown Haitai

김성복 (1964~) 

Sung bok 
KIM

바람이 불어도 가야한다 
Must Go Against the Wind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정지시켜 버렸고 이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
쳤다.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의 스테인리스 단조 조각은 인간의 고난과 위
기에 대한 극복 의지를 표현했다. 운명과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달리는 인간의 형상을 조각했다.

Covid19 pandemic has ceased our daily lives and has awaken us of its 
preciousness. Must Go Against the Wind, a sculpture forged with stainless 
steel depicts the will to overcome the hardships and crisis. Its form shows 
a man conquering through sufferings of destiny and running towards the 
hopefu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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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성복의 작품, <바람이 불어도 가야한다>
Must Go Against the Wind by Sung bok KIM of Korea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커다란 인물상이 앞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
니다. 발 한쪽을 높이 들고 두 팔을 힘차게 휘두르는 포즈를 보니 목표를 향하
여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거센 바람을 세차게 맞고 있고 있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어도 가야한다’는 작품명은 현대인이 뜻한 바를 향하여 가
는 길에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의 상황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삶 속의 고난뿐 
아니라 코로나와 환경 속 재난과 같은 어려움을 모두 아우르면서 말이죠. 작가
는 이러한 어려움을 진취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A gigantic stainless steel statue is vigorously marching. With one foot 
raised high and both arms strenuously, it seems not easy for the statue to 
move toward the goal. That's probably because he is walking against the 
headwind. The title of the work Must Go Against the Wind reminds us of 
various hardships that the contemporaries face as they continue their jour-
ney toward their goal; various hardships not just in life, but also external 
hardships, such as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disasters. Sung bok 
KIM calls on all of u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with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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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1969~) 

Jinwoo 
KIM

진화의 비밀 : #J-6 -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
The Secret of Evolution : #J-6 - Natural, Embracing the Human  
and Mechanical

이번 작품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새로운 문명과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진화의 비밀 #J-6 –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는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내륙의 중심부 ‘홍천 탄약정비창고’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물체인 
<#J-6> 에서 시작된다. 발견 당시 동물-식물-기계의 변종 같은 형태였으며 내부와 외부
는 철과 비슷한 금속 재질이었다. <#J-6> 은 약 150만 년 전 즘부터 한반도 내륙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의 변화(기후변화, 화산활동, 
빙하기 등)를 겪고, 현재 생명체의 진화에도 크게 기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J-6> 으
로부터 나온 생명체들이 오랫동안 서로 결합하고 변이를 거치면서 다양한 물질로 번식
하여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상상이다. 작품은 빛과 모터 그리고 자연 동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공장 같은 키네틱 아트로 표현이 될 것이다.

This project started from imagining a new civilization and creatures which we never 
knew. The Secret of Evolution: #J-6 Natural, Embracing the Human and Mechanical 
is an unidentifiable object, labeled #J-6, that was discovered deep in the inland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When discovered, it looked like an ani-
mal-plant-machine-human variant covered with iron-like metal in and out. I imagine 
that #J-6 has been here with us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about 1.5 million years 
ago, which overcame all sorts of environmental changes (global warming, volcano 
eruptions, glacial periods, etc.) and largely affected the evolution of living beings. 
Imagine that the living beings that started from #J-6 have emerged and transitioned 
into various beings that exist and breed on earth. So #J-6 might have accelerated 
the evolution of various creatures and also affected the evolution of human beings. I 
believe it might have exchanged energy with the ancestors of Homo Sapiens, Fauna 
and Flora, which affected the development of present-day creatures.

한국 Korea

한국 의성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Uiseong-gu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진화의 비밀 ; #J-6 -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 2021,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모터, 감속기어, LED 
등, 가변설치
The Secret of Evolution : 
#J-6 - Natural, Embracing 
the Human and Mechanical, 
2021, Steel, Stainless steel, 
Aluminum, Motor, Gear, LED, 
etc,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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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진우의 작품, <J-6 - 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
The Secret of Evolution: #J-6 - Natural, Embracing the Human and 
Mechanical by Jinwoo KIM of Korea

탄약정비공장의 전면을 에워싼 채 높이 치솟아 있는 이 작품은 ‘모뉴멘탈 파빌
리온’입니다. 거대한 건축적 구조물이자 대형 미술 작품인 셈이죠. 작가는 높이 
세운 두꺼운 철 구조물 위에 조명 빛을 번쩍이면서 전기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
거나 자연 풍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를 선보입니다. 탄약을 정비하
던 공장의 내부 이미지를 밖으로 연장하고 공장이란 옛날의 사전적 의미를 현
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 셈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환경의 변화를 거치면
서 진화한 상상의 기계 생물체’처럼 보입니다.

Rising along the façade of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is 
the monumental pavilion, a massive architectural structure, as well as a 
large-scale artwork. Jinwoo KIM presents kinetic art powered by an elec-
tric motor or natural wind while blinking on a tall, thick steel structure. The 
work takes the image inside the factory where ammunitions were main-
tained to the outside and reinterprets the meaning of a factory, a rather old 
term in a contemporary sense. The work looks like an imaginary mechani-
cal creature that has evolved through a series of environmental changes.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064 065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라트비아 Latvia

라트비아 빌킨 출생,
현, 라트비아 리가 거주
Born in Viļķene, Latvia
Lives in Riga, Latvia

<긴 여정, 짧은 재회>, 2021, 
혼합재료, 가변설치
Long Journey, Short 
Reunion, 2021,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일그바르스 
잘란스 (1977~) 

Ilgvars 
ZALANS

긴 여정, 짧은 재회 
Long Journey, Short Reunion

프로젝트 <긴 여정, 짧은 재회>는 카리스마 있는 문화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예술로 특징지어진다. 작품은 공연과 쇼의 복합적 요소이자 작가의 
내밀한 자아 실현의 과정이다. 이는 작가에게 ‘세계, 바로 그 지금에 대한 반응’이
며, 현대의 예술가가 최종 산물(회화, 작품)에서 과정(움직임, 기록, 역할) 그 자체
로 역점이 전환되는 지점에서 사회와 예술의 연결점을 탐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강원트리엔날레2021의 매체는 2008년 작가가 한국에서 행했던 문화적 행위예
술의 패턴을 활용한 것이다.

The project Long Journey, Short Reunion features a series of performances 
devoted to documenting charismatic culture facts. It is a mix of both public 
performance with an element of a show and very intimate self-actualization 
process of an artist. For Zalans, this is ‘reaction to the world as it is now’, this 
is the way how an artist in a modern world can explore the connection of art 
with society in a way, where the accent and attention is shifted from an end 
product (painting, art-work) to the process itself (movement, documentation, 
being in a role). The material for the Gangwon Triennale 2021 was created 
using the cultural and performance patterns done by Zalans in Seoul 2008,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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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작가, 일그바르스 잘란스의 작품, <긴 여정 짧은 재회>
Long Journey, Short Reunion by Ilgvars ZALANS of Latvia

탄약정비공장 야외에 새로운 나무 데크가 생겼습니다. 탄약정비공장에 난 길
을 따라 심은 커다란 가로수 밑으로 이어진 내리막 능선에 작품이 놓일 자리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계곡처럼 생긴 내리막 공간에 조성된 데크 위에 올라선 
작가의 작품은 회화로 반추하는 ‘그림일기’입니다. 한국에서 작업한 경험이 있
는 작가가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이전 작업들을 회화적 패턴으로 다시 재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하학적 추상 회화인데 앞쪽에 가로수를 둘러싼 검은 
구멍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구멍이 아닙니다. 그가 반타블랙 효과를 내는 
검정색 물감을 통해서 만들어 낸, 눈속임 회화인 셈입니다. 관객 역시 이 작품 
앞에서 짧은 만남이지만, 긴 예술의 여정을 시작할 듯싶습니다.  

A new wooden deck has been built outside the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A new deck was created for the artwork to be placed on a downhill 
ridge under a large boulevard planted along the road around the Ammuni-
tion Maintenance Plant. The artist's artwork drawn on the deck floor built 
on a downhill space that looks like a valley is a ‘picture diary’ that reflects 
through painting. The reason it is called a ‘picture diary’ is because an art-
ist with experience in art activities in Korea recreated his previous works 
in a pictorial pattern, recalling memories of that time. It is a geometric ab-
stract painting. However, one 'deep hole' on the deck floor surrounding the 
street tree stands out. No, it's not a hole. To be precise, it's a ‘trick painting’ 
painted with black paint that produces a vanta black effect. Most of the 
visitors, like artists, are likely to start a long artistic journey through a brief 
encounter with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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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성 (1988~) 

In-Sung 
NA

잠수함 로봇_바라보다 
Submarine Robot_Watching

나는 바다에 있는 잠수함의 고요함과 단단함을 좋아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해
부터 하늘과 수면이 맞닿는 공간을 이동하는 고요한 자유로움과 외부의 요소들로
부터 막아내는 단단하고 견고한 이 공간이 좋다. 나는 마치 쥘베른의 『해저 2만리』
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이 자신만의 잠수함을 만들어 바다를 모험하는 것처럼 나는 
바다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나만의 잠수함을 만들고 싶었다. 기존 잠수
함에서의 리벳과 판과 판을 단단히 붙이는 용접을 통해서 잠수함의 본체를 만들고 
이동과 쓰임을 위하여 팔과 다리를 만들었다. 이번 작품은 잠수함 로봇이 높은 의자
에 올라앉아 이정표 역활을 하며 멀리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관
객들로 하여금 작품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응시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The artist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serenity and hardness of a 
submarine under the sea. The serenity is to freely move through where 
the sky meets the water surface, and the hardness is the solid space 
that safely blocks all external influences. As if the Captain Nemo in Jules 
Verne’s 20,000 Leagues Under the Sea explores the ocean in a submarine 
built by himself, the artist’s has been endeavoring to build his own sub-
marine to take on his singular journey. The robot’s body is made from the 
parts of an existing submarine, welding its rivets and plates to plates. On 
the other hand, the arms and legs are mobile. This work represents a sub-
marine robot both watching over the world, sitting on a highly lifted chair 
and standing as a milestone. The viewers may engage themselves in the 
robot’s vision and imagine what it sees. 

한국 Korea

한국 출생,
현, 경기도 거주
Born in Korea
Lives in Gyeonggi-do

<잠수함 로봇_바라보다>, 2019, 
스테인레스 스틸, 화강석,  
470 × 120 × 130cm
Submarine Robot_Watching, 
2019, Stainless steel, granite, 
470 × 120 × 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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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나인성의 작품, <잠수함 로봇_바라보다>
Submarine Robot_Watching by In-Sung NA of Korea

탄약정비공장 옆에 지킴이가 있습니다. 높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주위를 바라
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받쳐 들고 탄약정비공장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된 바닥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이 
로봇은 잠수함 로봇입니다. 아마도 하늘의 푸른빛을 심해의 물빛으로 오인했
나 봅니다. 작가는 쥘 베른이 쓴 고전 과학 소설 ‘해저 2만리’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이 ‘상상의 잠수함’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만의 잠수함 로봇으로 상상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트리엔날레가 끝나면 이 잠수함 로봇은 지킴이 역할을 마
치고 심해를 찾아 어디론가 떠나고 없겠죠?

Next to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stands a guard. It is a robot 
that climbs up on a high chair, looks around, and looks after the factory 
while holding an umbrella, whether it snows or rains. This robot that broke 
through the ascon floor and rose high is a submarine robot. Probably, it 
mistook the blue sky for the color of the deep sea. Just as Captain Nemo 
made his fictional submarine Nautilus in Jule Verne’s classic science 
fiction Twenty Thousand Leagues Under the Sea, the artist embarks on 
an imaginary voyage on his submarine robot. When the Triennale is over 
and the submarine robot did its part, it may leave for the deep sea and be 
nowhere to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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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거꾸로, 다시…,>, 2021, 철, 
고무, 플라스틱, 나무, 아크릴, 
종이 등 300 × 300 × 600cm
Reversing, Again…, 2021, 
Iron, rubber, plastic, wood, 
acrylic, paper, etc,  
300 × 300 × 600cm

이명호 (1975~) 

Myoung ho 
LEE

거꾸로, 다시... 
Reversing, Again... 

사진기(Camera)의 원형인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와 카메라 루시다(Camera Lucida)의 원리와 구
조를 융합하여, 본 전시의 대주제인 ‘따스한 재생’에 부합
하도록 본 작업의 소주제로 ‘거꾸로, 다시…’을 상정한다. 
사진기 원형의 원리상 피사체의 상이 상하좌우가 거꾸로 
맺히게 되는데, 이는 감상자로 하여금 생경한 경험을 통해 
신선한 관찰을 유도한다. 사진의 본질을 ‘환기(喚起)’로 상
정할 때, 소주제인 ‘다시’ 와 대주제인 ‘재생’의 뜻과 연장선
상에 놓인다.

Combining the principles and structures of Camera 
Obscura and Camera Lucida, the prototype of Camera, 
I postulate the sub-theme of this work, ‘Reversing, 
Again…’ to meet the main theme of the exhibition, 
‘Warm Regeneration’. In principle, the top and bottom, 
left and right of the object are reversed, which induces 
fresh observations from the viewer through unfamiliar 
experiences. When the essence of photography is pos-
tulated as ‘arousal’, it is placed in line with the meaning 
of ‘Regeneration’ which is the main theme and ‘Again’ 
which is the sub-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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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명호의 작품, <거꾸로, 다시…>
Reversing, Again… by Myoung ho LEE of Korea

탄약정비공장 옆에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커다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오늘날의 카메라가 아닌 옛날 카메라입니다. 옛날 카메라라고요? 이것은 렌
즈 대신 바늘구멍으로 커다란 상자 안에 빛을 보내 거꾸로 상이 맺히게 만든 ‘핀홀 카메
라’ 또는 ‘카메라 옵스큐라’인 셈인데요. 작가는 이러한 장치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만들었
습니다. 작가는 탄약정비공장 주위의 자연 풍경을 불러와 상자 안에 거꾸로 비춰주고 그 
안에 들어간 관객들이 그 풍경을 따라 그릴 수 있게 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
다. ‘거꾸로 다시...’라는 작품명은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은 트리엔날레의 주제, ‘따
스한 재생’을 연상케 하네요.

Next to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is a large camera made of 
containers. This is an old camera, not today's one. An old camera? This is a pinhole 
camera or camera obscura of sorts that sends light into a large box through the eye 
of a needle instead of a lens to form an image upside down. Myung ho Lee created 
such a device in a contemporary manner. A participation program is also prepared 
where the natural scenery around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is brought 
in upside down in the box, and the audience who goes inside it can draw along the 
mage. The title Reversing, Again… reminds us of the theme of the Triennale Warm 
Revitalization, which means 'star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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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1974~) 

Byungchul 
CHO

웨이브 와인 보틀즈 
Wave wine bottles

작품은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지닌 와인병처럼 지구상에 수많은 인종을 뜻한다. 인종은 문
화적 특성 및 국가관, 가치관, 삶의 질 그리고 이념과 자본력 등 모두가 다르다. 화합하기도 
힘들고 병이 부딪치듯 서로 간에 마찰도 잦고 분쟁도 심하다. 이러한 일그러짐과 불안정한 
모습에서 일치를 이루는 한 선을 이루고 싶었다. 한쪽 장치는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지고 
다른 한쪽은 참여하는 관객에 의해 공병들이 움직인다. 한 파트는 일정한 시간과 패턴에 
의해 짜이듯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법과 서로 간의 약속, 조약 등 우리의 영
역 밖에 존재가 되어 움직이는 큰 틀에서의 세상을 상징한다. 관객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또 한쪽 파트는 인간의 직접적인 형태의 노력 즉 기부, 투표, 시민 질서 등 각각이 이루는 
변화되는 현상들을 의미한다. 두 파트가 움직임을 갖고 어느 순간 일치를 이루는 수평선을 
우연히 이루게 된다. 이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현실을 뜻하고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The artwork refers to numerous races on the planet, like wine bottles of various 
colors and shapes. Races have different cultural characteristics, national views, 
values, quality of life, ideology, and capital power.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and just 
like a disease clashes, there are frequent frictions and disputes. I wanted to achieve 
a line that could achieve unity in this distortion and instability. One device is moved 
in a certain pattern, and the other is moved by the sappers by the participating spec-
tators. One part is reminiscent of a society that rotates as if woven by a certain time 
and pattern. It symbolizes the world in a large frame that exists and moves outside 
of our realm, such as laws, mutual promises, and treaties. The other part, which 
is moved by the audience, refers to the changing phenomena that each produces, 
such as donations, voting, and civic order. The two parts are in motion and at some 
point, coincidentally, a horizontal line is formed. This line means more reality than 
we think and we think it is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용인 거주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Yongin, works in 
Seoul, Korea

<웨이브 와인 보틀즈>, 2017, 
혼합재료, 리사이클 오브제, 
290 × 430 × 130cm
Wave wine bottles, 2017, 
Mixed material, recycled 
object, 290 × 430 × 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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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조병철의 작품, <웨이브 와인 보틀즈>
Wave wine bottles by Byungchul CHO of Korea

탄약정비공장에 들어서자마자 파도처럼 웨이브를 만들면서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를 만
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개
의 와인병을 움직이게 만든 것인데요. 왼쪽에는 관람자가 손잡이를 돌려 와인병을 움직
이게 하고 오른쪽에는 전기 모터의 힘으로 와인병을 움직이게 했는데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인간 영역 밖에 존재하는 상
황이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손잡이를 
한 번 돌려보시죠.

Upon entering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you will encounter a kinetic art-
work that moves as it creates waves. It looks simple, yet it is made of several wine 
bottles, running on a complex mechanical device. A viewer turns the handle to move 
a wine bottle on the left, and on the right, an electric motor drives another wine 
bottle. This work shows the change brought about by human effort and the change 
that is created by humans, yet exists outside the human territory and how these two 
work in harmony. Now, it’s your turn to turn the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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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USA, Mexico

멕시코 출생, 
현, 미국 거주 및 활동
Born in Mexico City, Mexico 
Lives in and works in USA

<언제든 주어진 시간에, 폭포 1, 화산암>, 
2010, 영상, 사운드, 화산암, 자갈, 228 × 
264 × 228cm
At Any Given Moment, Fall 1, with 
Volcanic Rock, 2010, Video, sound and 
lava rock, gravel, 228 × 264 × 228cm

레베카 멘데즈 (1962~) 

Rebeca 
MÉNDEZ

언제든 주어진 순간에, 폭포 1, 화산암
At Any Given Moment, Fall 1, with Volcanic Rock

본 작품은 기술로 매개된 자연과 우리의 관계와 인식의 문제를 고찰
한다. 반복적 리듬과 촘촘한 크로핑, 거대한 이미지는 시공간 속 작
품만의 구성 논리를 강조하고 신체가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보
다 압축적인 환경을 조합한다. 가변적 조명 아래 가변적 속도로 흐
르는 물과 같이 단순 요소들 간의 교차하는 리듬이 생성하는 긴장감
이 시각적 편차를 자아내고 관계성과 복잡한 조직을 통해 단순한 하
나의 요소가 만들어내는 패턴을 드러낸다.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며 
명상에 잠기듯 주기가 반복되는 대형 영상이 인간의 리듬과 맞물리
면서 상호 변조를 일으키는 듯하다. 이와 같은 현상론적 접근을 통해 
표현의 일부로서의 우리 자신을 외부의 시작으로 보고 이를 통해 우
리 자신에 대해 배운다.

This work explores issues of perception and our relationship to 
technologically mediated nature. The repetitive rhythm, tight crop-
ping, and large-scale image emphasize the work’s particular orga-
nizational logic in time and space, and assemble a more compact 
environment, one that the body can engage with physically. The 
cross-rhythmic tensions between simple elements—water flowing 
at variable speed and under variable light conditions—create visu-
al difference and reveal the patterns that one simple element pro-
duces through relationships and complex organization. The large-
scale projection with its engulfing force and meditative recurring 
cycles, enter in relation with our own human rhythms, resulting in 
a seemingly mutual modulation. This phenomenological approach 
allows us to view ourselves from the outside—as part of the repre-
sentation—and thus to learn about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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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가 레베카 멘데즈의 작품, <언제든 주어진 순간에, 폭포 1, 화산암>
At Any Given Moment, Fall 1, with Volcanic Rock by  
Rebeca MÉNDEZ of the USA

탄약정비공장의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세워놓은 커다란 스크린 위에 거
대한 폭포가 흐르는 영상이 투사됩니다. 웅장하지만 조용하고도 단순한 진폭의 
디지털 음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포는 영상 속에서 천천히 낙하를 지속합니다. 
바닥에 있는 화산석과 어우러진 영상 설치 작품은 문명의 현실계에 옮겨 온 대
자연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작품 뒤에서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의 
끼익되는 소리와 맞물려 이 작품은 문명의 산물이 가득한 현실계 속에서 위대한 
자연에 대한 잠시 동안이지만 고요한 명상을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A huge waterfall is projected onto a large screen set in front of a moving 
conveyor belt in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Amid the grand yet 
quiet digital sound with simple amplitude, the waterfall continues to fall 
slowly in the video. The video installation work, which blends in with the 
volcanic stones on the floor, is Mother Nature itself that has been brought 
into the real world of civilization. Alongside the squeaks of a conveyor belt 
moving intermittently in the background, this work invites us to contem-
plate for a moment about the grand nature in a real-world full of the prod-
ucts of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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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나-조 스미스 (1979~) 

Kevina-Jo 
SMITH

카리브해의 매장 
Caribbean Burial

단편영화 <카리브해의 매장>은 2017년 5월과 6월, 라 와야카 커런트에 입주작가로 머물던 때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반영
한 작품이다. 파나마 구나 얄라 아르밀라의 외딴 원주민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과거 산 블라스로 알려진 구나 얄라 
지역은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최초의 원주민 공동체이다. 나는 마을 앞 해변에서 찾아낸 재료들만 이용해서 의상
을 만들었다. 마을 해변은 외부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완전히 뒤덮인 상태였다. 나는 아르밀라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
들과 교류하고 기후 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에 대한 이들의 시선을 직접 접하는 시간을 보냈다. 기후 변화와 플라스
틱 오염 모두 이들의 집과 생계의 물리적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현상이 해안을 완전히 뒤덮어 이들의 문
제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현상의 발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카리브식 매장>은 어떤 해변은 천
혜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데 머지 않은 곳의 또 따른 해변은 
세계 각지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는 데 해양 조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칫솔, 인형, 섬유, 병뚜
껑 등 수집한 쓰레기들로 드레스를 만들어 배에 싣고 쓰레기 해변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청정 수역을 여행했다. 인간이 
만든 쓰레기 재료들로 이루어진 섬이 되어 떠다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의 모방이다.

This short film Caribbean Burial was made in direct response to my experience as an artist in residence with La-
Wayaka Current during May/June 2017. My time was spent in a remote Indigenous community in Armilla, Guna 
Yala, Panama. The Guna Yala region, formally know as San Blas, is the first Indigenous community to be granted 
autonomy from their government. I constructed a costume using only materials found on the beach at the front of 
the community’s village. It was completely awash with foreign plastic waste. I spent time in Armilla observing and 
interacting with people, learning firsthand their perspective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lastic pollution. 
Both matters are affecting the physical geography of their homes and lively hoods, neither of which they are con-
tributing to, though it is literally washing up on their shores to become their problem nonetheless. Caribbean Burial 
demonstrates how one beach can be affected by the ocean currents, awash with plastic waste from around the 
world, whilst another beach, a very short distance away can remain pristine and free from the evidence of plastics 
or micro plastics. I collected waste materials including toothbrushes, doll parts, fabric, bottle tops etc to construct a 
dress which wetravelled by boat to 'float' in crystal clear water not even 5km awayfrom the rubbish. Here I am seen 
imitating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just floating around as an island of human made waste materials.

호주 Australia

호주 와가와가 출생, 
현, 호주 루라 거주
Born in Wagga Wagga, 
Australia
Lives in Leura, Australia

<카리브해의 매장>, 2018,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업사이클 혼합재료, 가변설치 
Caribbean Burial, 2018, Single Channel 
Video, Sound, Up-cycled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지리산 아트팜(JIIAF) 소장
Courtesy of JII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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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작가 케비나-조 스미스의 작품, <카리브해의 매장>
Caribbean Burial by Kevina-Jo SMITH of Australia

여러분은 플라스틱과 각종 비닐이 쓰레기가 되어 태평양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장면을 보
신 적이 있으시죠? 작가는 파나마의 외딴 원주민 공동체에서 레시던시 생활을 하던 중 
맞닥뜨린 충격적인 경험을 작품으로 구현했습니다. 문명인들이 버린 폐플라스틱이 현대 
문명과 멀리한 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과 자연에 지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작가는 폐비닐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누군가를 위한 
옷을 지어 만듭니다. 그것은 문명인들에게 되돌리는 ‘장례용 주검의 옷’이자, 자연의 회복
을 바라며 문명인인 작가 자신을 ‘자기반성’하는 ‘참회록’인 셈입니다.

Have you ever watched a scene where plastic waste and plastic bags float on the 
Pacific Ocean? This short film was made in direct response to the artist’s experience 
as an artist in residence in a remote indigenous community in Panama. With a critical 
view on the situation where the foreign plastic waste thrown away by the civilians is 
affecting the lives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o cannot be further 
from the modern civilization, the artist constructed a costume using only plastic waste 
found on the beach at the front of the community's village. It is a dress for the dead for 
burial to be returned to the civilians, as well as the confession of self-introspection by 
the artist, who is also a civilian wishing for the restoration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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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담양 출생, 
현, 한국 광주 거주 
Born in Damyang, Korea 
Lives in Gwangju, Korea

<인왕제색도-이이남 DNA>, 2021,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설치
Inwang Jesaekdo (Scene of 
Inwangsan Mountain After Rain)- 
Lee Lee Nam DNA, 2021,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이이남 (1969~) 

Lee Nam 
LEE

인왕제색도-이이남 DNA
Inwang Jesaekdo (Scene of Inwangsan Mountain 
After Rain)- Lee Lee Nam DNA

회화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왔던 착시의 공간에 디지털 폭
격기로 전통적인 착시의 역사를 지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디지털 아트를 세운다. 회화적 착시라는 죽음과 시뮬라크
르의 탄생이 교차하는 시간 화려한 꽃이 된다.

The artist erases the history of the traditional optical 
illusion with the digital bomber in the optical illusion 
space that has been created in the history of painting 
and sets up digital art there. The time of the intersec-
tion of the birth of the simulacrum and the death of the 
pictorial illusion becomes a brilliant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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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이남의 작품, <인왕제색도-이이남 DNA>
Inwang Jesaekdo (Scene of Inwangsan Mountain After Rain)-  
Lee Lee Nam DNA by Lee Nam LEE of Korea

여기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 있습니다. 전통의 현대
적 계승인 셈인데요. 작가는 자신의 DNA 데이터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인왕제색도를 만
들었습니다. DNA 데이터가 흩어지고 모이면서, 형상을 해체하고 생성하기를 거듭하는 
이 작품은 아날로그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디지털 데이터로 새로운 생명을 입
힙니다. 전통과 현대, 실재와 가상, 거시와 미시가 만나는 이 작품을 우리는 ‘작가가 되묻
는 자신의 뿌리에 관한 성찰’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This is a fresh media art interpretation of Jeongseon's Inwang jesaekdo by artist 
Jeongseon or modern inheritance of tradition. Lee Lee Nam created a moving Inwang 
jesaekdo using his own DAN data. In this work, images are broken up and generated 
repeatedly as DNA data is scattered and gathered. While following the tradition of 
analog, it breathes new life into the tradition with its own digital data. You may call this 
work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reality and virtuality, macro and micro meet, the 
reflection on our roots upon the question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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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기 (1981~) 

Jungki 
BEAK

메터리아 메디카: 키니스 
Materia Medica: Cinis

작품 Materia Medica: Cinis (2017)는 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과 그 
결과물인 알약으로 구성된다. 이 약의 원료는 화재 사고가 있었던 현장에서 채
집한 '재' 이며, 이 재는 분쇄와 희석의 과정을 거쳐 작은 알약으로 탄생한다. 약
의 제조 방식은 동종요법(Homeopathy)의 원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동종요
법은 독으로 독을 치유한다는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화재 사고와 같은 개인 혹은 집단의 비극은 자의 반 타의 반
으로 망각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모두 잊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망각은 잠시
나마 상처를 축소하고 은폐하지만, 오히려 치유되지 못한 채로 남게 한다. 나는 
화재 사고 현장에서 수집한 재로 약을 제조함으로써, 두려움과 슬픔을 받아들
이는 것만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임을 얘기하고자 한다.

Materia Medica: Cinis (2017) consists of a video of the process of manufac-
turing a drug and the pills which are the result of the process. The raw ma-
terial of this drug is ‘ashes’ collected from the site of an accidental fire, and 
the ashes are turned into small pills through a process of pulverization and 
dilution. The method of manufacturing the medicin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homeopathy. The key philosophy behind homeopathy is the idea that like 
cures like (以毒制毒), which I see as being related not only to our body but 
also to our attitude, which can determine whether we overcome psycholog-
ical wounds. An individual or collective tragedy such as a fire is bound to be 
forgotten, half-willingly and half not, because all of us want to forget it. This 
forgetting may reduce and cover up a wound for a moment, but ultimately 
leaves the wound unhealed. By manufacturing medicines out of the ashes 
collected from the site of an accidental fire, I am trying to say that true heal-
ing can only begin with our acceptance of fear and sorrow.

한국 Korea

한국 출생, 
현, 한국 거주 및 활동
Born i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Korea

<메터리아 메디카: 키니스>, 
2017, 단 채널 영상, 재, 유당, 
유리병, 나무, 혼합재료, 
가변설치
Materia Medica: Cinis, 2017, 
Single channel video, ashes, 
sugar of milk, vial, wood, 
printing paper,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부산현대미술관 소장
Courtesy of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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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백정기의 작품, <메터리아 메디카: 키니스>
Materia Medica: Cinis by Jungki BEAK of Korea

한쪽 벽에는 작은 알약들이 모여 있는 상자가 전시되어 있고 또 다른 편에는 그 
알약을 제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투사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무슨 병을 치
료하기 위한 것일까요?  약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니, 이 약의 재료는 
화재 사고 현장에서 채집한 ‘재’입니다. 화재 현장의 재를 원재료로 삼은 약을 
통해서 당시 재난에 대한 악몽을 치유하려는 작가의 제안은 비장하기조차 합
니다. 작가가 말하듯 그것은 ‘독으로 독을 치유한다’는 약의 제조 철학을 우리
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관람객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독소를 약화시킨 코로
나 항원을 주사하는 코로나 백신’의 과정이 떠오를 텐데요. 치유는 망각과 거부
가 아닌 기억과 수용으로 가능한 듯싶습니다.

On one wall, boxes of small pills are displayed, and on the wall across it, a 
video of the pill manufacturing process is projected. What disease is this 
medicine for? The video tells us that the material used to make these pills 
is ash collected from a fire accident. The idea of the artist to cure the night-
mare of the fire through medicine made of the ashes of the fire is even grim. 
As the artist says, it reminds us of the manufacturing philosophy of medicine, 
that is, healing poison with poison. You might be reminded of the COVID 
vaccination, where a coronavirus antigen is injected to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We can see that healing comes not through oblivion and denial 
but memory and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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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Cyprus

키프로스 라나카 출생,
현, 영국 런던 거주 및 활동
Born in Larnaca, Cyprus
Lives and works in  
London, U.K.

<기원>, 2021, 단채널 영상, 가변설치
Origins, 2021,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안나 리트리도우 (1962~) 

Anna 
LYTRIDOU

기원 
Origins

키프로스에서 구리는 자연 그대로의 금속 상태로 발견된다. 영상에서 작가이자 
주인공은 바다에서 수영하여 발견한 순수한 구리 한 장으로 일련의 행위를 취한
다. 작가는 역사적으로 ‘구리의 원산지’로 알려진 키프로스의 섬을 여행하면서 구
리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의 바위, 나무와 주요 지형을 따라 주조한다. 
누르고 주조하는 각각의 행위는 때론 한 장소에서 다른 배치가 시도되기도 하는 
의례적 의미를 띤다. 각각의 행위는 그 순수한 금속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리기 
위한 귀향의 시도이다. 어떤 장소에서는 구리가 뚜렷이 이질적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그 주변 환경에 완전히 동화되기도 한다. 영상은 작가가 그의 귀향으로 
관객을 이끄는지 혹은 구리에 의해 이끌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호함을 던진다.

In Cyprus, copper is found in the free metallic state in nature. In the film 
the artist/protagonist enacts a series of actions with a sheet of pure cop-
per she discovers while swimming in the sea. Travelling around the Island 
of Cyprus, historically the “home” of copper, the sheet comes to represent 
a symbol of homecoming or return as she uses its pliability to mould it 
around rocks, trees and landmarks around the landscape. Each action, 
pressing and moulding takes on a ritualistic significance, sometimes differ-
ent placements are tried out in the same location, each one is an attempt 
to re-home the pure metal. In some locations the copper looks distinct and 
alien, in others it is almost camouflaged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e are left unsure as to whether the protagonist is leading or being led by 
the copper to rediscover he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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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작가 안나 리트리도우의 작품, <기원>
Origins by Anna LYTRIDOU of Cyprus

탄약정비공장 실내에서 선보이고 있는 영상 작품입니다. 공장의 모든 철이나 
영상 기자재 역시 모두 자연에서 왔듯이, 그녀가 작품의 주제와 소재로 삼고 있
는 구리 역시 그러합니다. 작가는 자연의 광물로부터 온 구리를 자연으로 되돌
리는 일련의 주술적 행위를 지속합니다. 우리 또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되
돌아가듯이, 작가는 구리판을 구기거나 씻거나 데리고 함께 자연 속을 돌아다
니면서 돌봄의 행위를 마치고 자연으로 되돌리는 여러 예술적 퍼포먼스를 펼
칩니다.

This is a video work that is being displayed inside the Ammunition Mainte-
nance Plant. All of the iron in this factory, as well as the video equipment in-
stalled here, are also from nature. This artist continues a series of shaman's 
act to return copper back to nature from natural minerals. Just as we come 
from nature and return back to nature, the artist takes it around in nature 
while crumpling and washing copper plate, performing various artistic per-
formances to return the copper plate to nature after taking car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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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케 러스트 (1975~) 

슈테펜 홀츠캄프 (1975~) 

Imke RUST & 
Steffen HOLZKAMP

선긋기 / 구름 비추기 / 소금 심기 / (불가능한) 정화와 치유의 물주기
Tracing Lines / Mirroring Clouds / Sowing Salt / (The Impossibility of) 
Cleansing Healing Watering

선긋기 : 사막의 땅을 캔버스 삼아, 작가는 조심스럽게 찍은 발자국으로 그린 커
다란 선을 만든다. 이 명상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은 우리가 살면서 남기는 흔적들
을 의미한다.
Tracing Lines : Using the desert ground as canvas, the artist creates a 
large line drawing through carefully placed footsteps. This meditative, ab-
stract works considers the traces we leave behind throughout our lives.

구름 비추기 : 위에도 아래도 – 작가는 밀가루와 바람을 이용하여 나미비아사막, 모
래언덕 위의 구름을 형상화한다.
Mirroring Clouds : As above so below – the artist uses flour and the wind 
to mirror the clouds on the dunes of the Namib Desert(Namibia).

소금 심기 : 이 퍼포먼스는 소금을 심으라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맹목적
으로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옛 신화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은 처참해질 수 있는 행
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랐다. 작가
는 한 음성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차분히 언급하면서 만트라(mantra) 같이 끝없
는 글을 반복하는 동안 소금을 뿌리고 있다.

나미비아/독일 Namibia/
Germany
독일 Germany

나미비아, 독일 출생,
현, 독일 거주
Born in Namibia and Germany
Lives in Berlin

Sowing Salt : This performance is based on an old myth telling of people who blind-
ly follow their leaders’ directions to sow salt. They hope to get rich quick, without 
questioning the action or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which might be disastrous. 
The artist is sowing salt while a voice repeats a mantra-like, never ending text, 
calmly commenting the ridicules action.

(불가능한) 정화와 치유의 물주기 : 이 협력 작업에서 작가들은 말라버린 댐에서 마주한 
채 서 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물을 붓지만 용기 속의 물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이 
영상 작업은 식민지 역사와 죄를 씻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나은 미래에 투자하려
는 시도에 대한 논평이다.
(The Impossibility of) Cleansing Healing Watering: In this artistic collaboration the 
artists stand in a dried out dam, facing each other. They pour water over their heads 
yet the container seems to never get empty. The looped video work is a comment 
about colonial history and the attempt to cleanse the guilt, heal the wounds and in-
vest in a bette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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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긋기>, 2020,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설치 (2) <구름 비추기> 2017,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설치 (3)<소금 심기>, 2012,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설치 (4)<(불가능한)정화와 치유의 물주기>, 2019,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설치
(1) Tracing Lines, 2020,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2) Mirroring Clouds, 2017,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3) Sowing Salt, 2012,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4) (The Impossibility 
of) Cleansing Healing Watering, 2019,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야투 소장 Courtesy of YATOO

나미비아 작가 임케 러스트와 독일 작가 슈테펜홀츠캄프의 작품,  
<선긋기/ 구름비추기/ 소금 심기/ (불가능한) 정화와 치유의 물주기>
Tracing Lines / Mirroring Clouds / Sowing Salt / (The Impossibility of) Cleansing Healing 
Watering by Imke RUST & Steffen HOLZKAMP of Namibia/Germany

두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펼칠 사막을 찾아 나섭니다. 사막의 표면을 발로 밟아 만들어진 
모래 그림은 잠시 동안의 흔적만을 남긴 채, 어느덧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맙니다. 작가
들은 바람이 지우는 만큼 그림을 더 그려나갑니다. 사막의 땅을 캔버스 삼아 회화 행위를 
펼치는 주체는 작가들이지만, ‘대지의 회화’를 완성하는 주체는 바람입니다. 이제 작가들
은 부는 바람 위에 밀가루를 흩뿌려 잠시 동안이지만 사막의 하늘 위에 구름을 만듭니다.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하얀 가루들은 ‘만드는 작가와 지우는 자연’이 한데 만나 만
든 생성과 소멸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사막 언저리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와 시간 속에 몸으로 침투하는 ‘예술 영매’의 무모하지만 아름다운 행위만이 영
상에 남을 따름입니다.

Two artists set out in search of a desert to showcase their artwork. Sand paintings made 
by stepping on the surface of the desert with their feet, leaving only a brief trace, are 
blown away by the wind and disappear. The two artists continue to paint more and more 
as the wind erases them. Artists are the subjects of pictorial action while treating the 
desert like a canvas, but the subject of completing the ‘painting of the earth’ is the wind. 
Now, the artists scatter flour and, through the blowing wind, create clouds over the des-
ert sky for a while. The white powder that disappears into the air in an instant is the 'site 
of creation and extinction' itself, created by the 'creating artist and erasing nature' meet-
ing together. There is nothing left near the desert. There, only the reckless but beautiful 
acts of the 'artistic shaman' who permeate history and time are left in th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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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생명>, 2020, 
구운연탄, 채집이끼, 
수중모터펌프, 철 프레임, 
DC모터, 생장용 조명, 
수조등, 162 × 110 × 40cm
Junk Life, 2020, Firing 
briquettes, collected 
moss, submersible motor 
pump, steel frame, DC 
motor, plant LED light, 
plastic container, etc, 
162 × 110 × 40c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경기 거주
Born in Korea 
Lives in Gyeonggi, Korea

이지연 (1962~) 

Jiyen 
LEE

쓰레기 생명 
Junk Life 

작업실 앞 연탄 갈비집, 버려진 연탄재는 매일 갈비집 앞 전봇대 앞에 쌓여 있
다. 어렸을 적 연탄을 갈며 인상을 찌푸리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다. 1920년
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1950~1980년대까지 가정의 필수품이었으나 2020
년 현재, 사회적 빈곤층의 상징이나 추억을 되살리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연
탄, 과거에도 현재에도 연탄재는 여전히 도시의 폐기물이다. 그 폐기물을 다시 
한번 가마에 구워 도자기처럼 단단히 만든 후 작업실 뒷산 아스팔트에서 채취
한 이끼를 심어 주었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인공과 자연의 경계가 모호해지
는 풍경이 도시의 폐기물과 자연의 축소판인 이끼를 통해 드러나며 기술로 제
어되는 불, 물, 빛을 통해 이끼는 생명력을 지속시킨다.

The briquette barbeque restaurant is located in front of the studio. The 
briquette ashes are piled next to the utility pole across the street from the 
restaurant every day. That reminds me of my mom, who frowned whenever 
she changed briquettes. Briquettes were imported from Japan in the 1920s 
and were perceived as one of the necessities in any home from the 1950s 
to the 1980s. In 2020, it is deemed a symbol of the poor, yet still used in 
restaurants, which mimic the foods and interior of the past. In the past, as 
well as in the present, briquette ashes are urban waste. I baked the waste 
in a kiln to make it harder and planted moss I had gathered from asphalt on 
the mountain behind the studio. The landscape with a blurred distinction 
between artificial and nature with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exposed through the moss, which is the microcosm of urban waste and 
nature, and the light, water, and warmth controlled by technology sustain 
the life of the m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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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지연의 작품, <쓰레기 생명>
Junk Life by Jiyen LEE of Korea

놀이터의 기구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몸
을 다 태우고 생명을 다한 하얀 연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작품 제목처럼 
‘버려야 마땅할 쓸모없는 쓰레기’였으나 작가가 가마에 구워 도자기처럼 단단
한 재료로 변화시킨 후 예술의 생명을 품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숭숭 뚫린 구멍 
안에 물을 주고 이끼를 키우면서 예술 화분이 된 것입니다. 버려진 것들에 쓰임
새를 부여하고, 죽은 것에 생명을 입히는 것은 역시 예술인가 봅니다. 이 작품
은 버려진 일상의 사물들이 작가의 선택에 의해서 작품으로 재생되는 과정을 
서정적인 내러티브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This artwork spins like a ride on a playground. Inside the work hangs a burnout 
briquette way beyond its life. As the title of the work goes, the briquette was 
once a junk life, yet it became an artwork with the life of art in it as Jiyen LEE 
baked it in a kiln to turn it into a hard material like pottery. It became an art pot 
with holes here and there to water it and grow moss in it. It is an art that grants 
use to discarded things and instills life to the dead. This work tells us how 
discarded everyday objects are revitalized in artwork by the artist through a 
lyrical narrative and a low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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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 출생, 
현, 싱가포르 거주
Born in Singapore 
Lives in Singapore

첸 사이 화 콴 (1976~) 

Chen Sai 
HUA KUAN

공간 드로잉 No.7 
Space Drawing No.7

<공간 드로잉 No.7>은 2010년 아일랜드 리머릭 도심의 폐 창고에서 제작됐
다. 버려진 수많은 도심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도 제조되고 문명화된 
도시 풍경 속에서 공허와 쇠락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공간 드로잉 No.7>
은 검은 색 고무 밧줄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통해 창고의 사회적 삶을 포착한
다. 밧줄은 좌우로, 바닥에서 천장으로, 안팎으로 튀어 오르며 역동적으로 공간
의 지도를 그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소의 공허를 드러낸다. <공간 드로잉 
No.7>은 공간을 나누고 빼고 정의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선의 기능
을 고찰하는 실험적이고 다학제적인 설치 및 영상 연작이다.

‘Space Drawing No.7’ was created at an abandoned warehouse in the city 
centre of Limerick, Ireland in 2010. Like many other forsaken urban spaces 
in the city, this is a place where emptiness and decay are slowly taking 
place within a manufactured and civilized urban landscape. ‘Space Draw-
ing No.7’ captures the social life of the warehouse through the energy re-
leased from a black bungee rope. The rope bounces from wall to wall, from 
floor to ceiling, from inside to outside mapping the space in an energetic 
and dynamic way and disclosing the unspeakable emptiness of the site. 
‘Space Drawing’ is a series of experimental and multi-disciplinary instal-
lation and film work, which explores the idea of the simplest but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 of a line – to divide, subtract and define a space.

<공간 드로잉 No.7>, 
2010,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설치
Space Drawing No.7, 2010,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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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작가 첸 사이 화 콴의 작품, <공간 드로잉 7>
Space Drawing No.7 by Chen Sai HUA KUAN of Singapore

아일랜드 지역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촬영된 이 작품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검은색 고무줄을 공장의 구조물 이곳저곳
에 묶어 놓았다가 잡아당기면서 펼쳐지는 순간 과정을 기록한 이 영상은 고무
줄이 풀리는 순간에 억눌려 있던 탄성을 폭발적으로 선보이면서 조용한 공장
의 풍경을 느닷없이 역동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것은 외양적으로 고무의 물
성이 간직한 에너지가 발산하는 경쾌하고 율동감 가득한 움직임으로 보이지
만, 한편으로 그것은 억압과 폭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비장한 사회적 메시
지마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Space Drawing No.7, created at an abandoned warehouse in Ireland, con-
veys a profound, unspeakable message. The video captures a moment when 
a black bungee rope tied onto a structure inside the warehouse is released. 
At the moment, the energy released from a black bungee rope filled the 
space, turning the desolate pace into an energetic and dynamic one. At a 
glance, it looks like a rhythmic, cheerful movement released from the energy 
coming from the material property of the robber. But it also delivers a somber 
social message of liberation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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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인천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Born in Incheon, Korea 
Lives in Incheon, Korea

이소영 (1972~) 

Soyoung 
LEE

언어의 따뜻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of Language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물이 있다. 그 사물 중에는 서로 닮은꼴이 있어서 그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물이 담겨 있는 컵과 물이 차 있는 연못은 닮았다. 가방에 물건을 넣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 확장하
면 누군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접시와 그릇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그
릇은 음식을 담아놓고, 접시는 그릇에 담긴 음식을 떠서 나눠 먹는 용도이다. 이것을 확장하면 벌판, 바람, 접시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누고 흩어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방, 그릇, 아늑함 이런 것들은 서로 통한다. 그릇 
속에 물이 있거나, 서랍 속에 물건이 있거나, 영토에 사람이 와글와글 모여 있거나 의미는 같다. 이런 식으로 세상
의 사물을 분류하면 몇 개 안 된다. 그것을 주역은 64괘로 풀이한다. 물은 H2O, 술은 CH3CH2OH라는 분자식으
로 표시한다. 그렇다면 사랑이나 질투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어의 무
한확장성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벨트 위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괘상들과 함께 우리의 언어적 감각은 미지의 장
(field)으로 이동한다. 이 작업을 통해 단지 박물관에 존재하는 ‘박제된 언어’ 혹은 기호와 암호로 존재하는 ‘비가
시적 언어’를 어떻게 ‘재생-가시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There are countless things in the world. There are similarities among the objects, so we can classify them by 
type. For example, a cup filled with water and a pond filled with water are similar. The same goes for putting 
things in a bag. Expanding further, someone who is well-groomed and respectful also falls into the same cate-
gory. Plates and bowls can be considered in the same way. A bowl is used to put food, and a plate is used for 
sharing the food in the bowl. Expanding this, fields, winds, and plates can be understood as the same meaning. 
In the sense that it is divided and scattered. The room, the bowl, and the coziness are all in common. Whether 
there is water in a bowl, an object in a drawer, or a hustle and bustle of people in the territory, the meaning is the 
same. There are only a few things in the world that are classified in this way. The 『Book of Changes(周易)』 inter-
prets it as ‘Hexagram 64’. Water is represented by the molecular formula H2O and alcohols by the molecular for-
mula CH3CH2OH. So how can we represent metaphysical concepts like love or jealousy? Therefore, the infinite 
extensibility of the language is required. With infinitely repeating images on a moving belt, our linguistic sense 
moves into an unknown field. Through this work, we experiment how we can ‘revitalize-visualize’ the ‘stuffed 
language’ that exists in the museum or the ‘invisible language’ that exists with signs and codes.

<언어의 따뜻한 재생>, 2021. 
혼합매체, 가변설치
Warm Revitalization of 
Language, 2021,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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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소영의 작품, <언어의 따뜻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of Language by Soyoung LEE

탄약정비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정해진 시간마다 잠시 동안 움직
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멈춰져 있던 컨베이어 
벨트를 20여 년만에 재가동시킨 사실을 말이죠? 작가는 움직이는 이 
벨트 위에 주역의 64괘(卦)를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작품을 선보입니
다. 인간과 자연의 존재 양상과 변화의 체계를 드러내는 64괘를 상징
하는 기호와 고대 언어가 기록된 컨베이어 벨트는 순환 운동을 반복
하면서 고대인의 세상에 대한 사유를 지금, 이곳에서 재생하여 다시 
펼쳐 보입니다.

The conveyor belt in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runs 
only for a while at the predefined hour. Do you know that the con-
veyor belt didn’t run for twenty years and was reactivated for this 
exhibition? On this moving belt, the artist presents a visual trans-
lation of 64 hexagrams of I Ching. The conveyor belt, on which 
symbols and ancient language representing the 64 hexagrams that 
reveal the pattern of existence and the system change of humans 
and nature, repeats the circular movement, playing back and dis-
playing the ancient people's thoughts on the world, here an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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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Turkey

현, 터키거주 및 활동
Lives in and works in Turkey

겐코 귈란 (1969~) 

Genco 
GÜLAN

무한한 문장 
Infinite Sentences

화가의 아랍어 원어는 레쌈이며 나의 모국어인 터키어로도 동일하다. 레쌈으로서 나는 주기적으로 그림을 그
리지만 고어나 새로운 언어, 서구의 언어와 동양의 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적힌 편지 형식도 좋아한다. 현재 나
는 고대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외국인어로서 한국 문화에서 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한국
어, 특히 한글이다. 때문에 본 프로젝트에서 문헌, 즉 내게 한국을 연상시키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문헌을 
사용하기로 했다. 작품에 설형 문자를 사용하기로 한 후 기원전 3,400년에서 3,100년 사이에 대두된 최초의 진
정한 문자 체계인 수메르어를 선택했다. 설형 문자는 토기에 막대기로 새긴 모습인데 원문을 찾는 과정에서 
‘라쌈 원통’을 찾았다. 인간은 점토에 문자를 쓰기 시작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는 원형 토기가 문헌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단계 역할을 했다. 때문에 이소영이 이미지가 등장하는 벨
트에 나란히 배치한 이동식 벨트 위로 이 문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동식 벨
트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지만 벨트의 순환운동이 무한한 문장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기대된다.

Painter means Ressam originally in Arabic but also in Turkish, which is my mother language. Thus as a 
Ressam I do paint regularly but I also do like the forms of the letters of different languages old or new, 
eastern or western and I currently do study ancient languages as well as their cultures. I have to admit 
that, as a foreigner,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bout Korean culture is its language and especial-
ly its alphabet. Thus in this art project I decided to use text and a text which may remind us Korean but 
which is totally not. After I decided to use cuneiform in my project, I chose the earliest form of true writing 
system, the Sumerian emerging from 3400–3100 BCE. Cuneiform is written on clay with a stick, I started 
to search for some original text and found ‘the Rassam cylinder’. The humans first started writing on wet 
clay, but until reaching a point to text with smart phones, clay cylinders were the second step in terms of 
‘text containment.’ Thus I found it very relevant to bring this text onto a moving belt, parallel to the images 
of Soyoung Lee on another belt. I am going to use as much as the moving belt provides me. But I am very 
excited that the circular movement of the belt will give us a feeling of an infinite sentence…

<무한한 문장>, 2021, 
혼합매체, 가변설치
Infinite Sentences, 2021,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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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작가 겐코 귈란의 작품, <무한한 문장>
Infinite Sentences by Genco GÜLAN of Turkey

탄약정비공장의 두 개의 컨베이어 벨트 중 또 하나에는 고대 수메르
어가 등장합니다. 터키 출신의 작가가 중동 지역의 근원과 더불어 자
신의 민족적 원형을 찾아 나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족
의 죽은 언어의 흔적을 더듬어 낯선 한국의 홍천에 있는 폐공장의 컨
베이어 벨트 위에 실어 전하는 수메르어는 그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나 우리와 시각적인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가 ‘무한한 문장’이라
고 제목을 달았듯이, 그것은 언어적으로 이해할 순 없어도 시각적으
로 지속적인 소통을 도모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무한한 문장’이 
됩니다.  

On one of the conveyor belts at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
tory, the ancient Sumerian language is featured. It may be viewed 
as part of the Turkish artist’s journey to find the origins of the Mid-
dle East and his ethnic archetype. Sumerian, found in the search 
for traces of the people’s dead language and delivered through 
the conveyor belt at the abandoned factory in Hongcheon, Korea, 
comes back to life with a meaning different from the original one. 
As the title goes, the language comes as infinite sentences coming 
back from the dead and seeking constant communication visually, 
although they cannot be understood linguistically.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120 121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한국 Korea

한국 서산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Born in Korea 
Lives in Paju, Korea

한호 (1972~) 

Ho HAN

(1) 영원한빛-우주 정원(2) 영원한빛-월식(3) 영원한빛-그 시작
(1) Eternal Light – Garden of Cosmos (2) Eternal Light- Lunar Eclipse (3)Eternal Light- 
the Beginning

Eternal Light – Garden of Cosmos: 손으로 빛을 만질 수 있다. 대화한다. 빛과 공존의 공간 속에 우
주 정원은 인간의 지각과 사유를 새로운 시간으로 이끈다. 원형의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의 우주의 
정원은 무한대로 펼쳐지는 지각과 시각의 궤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간의 철학과 사유 속에 우리
가 볼 수 있는 수많은 함수를 체험하고 그 정원에서 자신을 성찰한다. 

Eternal Light- Lunar Eclipse: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지각에서 
전달되는 그 존재성과 새로운 감성적인 성찰의 공간을 표현한다. 시간차 찰나의 순간을 유희하다. 

Eternal Light- the Beginning : 인류 - 전쟁 -핵탄두 - 우주 - 그리고- 희망. 새로운 시작 – 빛은 어느 
틈이 든 세어 나온다. 탕탕 노래방 돌아가는 빛들 핵탄두 속에 빛이 분출된다. 환희일까 절망일까. 
노래하고 싶다 빛들과 함께 춤추고 싶다. 그 절망의 빛과 함께. 빛과 함께 사라지다.

Eternal Light – Garden of Cosmos: Light can be touched with hands. It converses. In the space 
of light and coexistence, the Garden of Cosmos leads the perception and thinking into a new 
time. The garden of cosmos on the globe looks at the trajectory of perception and perspective 
that extend infinitely, and we experience countless functions that we can see in human phi-
losophy and thinking and reflect on ourselves in the garden. 
Eclipse: Light and darkness cross and express their presence and the space for new, emotion-
al reflection, which is delivered to human perception through the change in time and space. 
The fleeting moment in the gap of time is played. 
Eternal Light- beginning: Humanity – War – Warhead – Universe – And then – Hope, New start 
– Light comes in through any crack. Tangtang Karaoke Turning Lights In the warhead, lights 
erupt. Is it euphoria or despair? I want to sing. I want to dance with lights. With the lights of 
despair. Gone with the light. 

(1) <영원한 빛-우주 정원>, 
2021, 광학램프, 철 파이프, 
미러볼 타공, 가변설치 (2) 
<영원한 빛- 월식>, 2021, 
철 프레임, 광학패널, 모터, 
가변설치 (3)< 영원한 빛 - 그 
시작>, 2021, 광학램프, 타공, 
볼, 모터, 가변설치
(1) Eternal Light – Garden 
of Cosmos, 2021, Optical 
lens, steel pipe, mirror ball 
perforation, Dimensions 
variable (2) Eternal Light- 
Lunar Eclipse, 2021, Steel 
frame, optical panel, 
motor, Dimensions variable 
(3) Eternal Light - the 
Beginning, 2021, Optical 
lens, perforation, ball, motor,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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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한호의 작품, <(1) 영원한 빛- 우주 정원 (2) 영원한 빛- 월식 (3) 영원한 빛- 그 시작>
(1) Eternal Light – Garden of Cosmos, (2) Eternal Light- Lunar Eclipse, and (3) Eternal Light- the Beginning 
by Ho HAN of Korea

탄약정비공장의 동선의 중간 지점에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주의 탄생을 상징
적으로 그려내는 움직이는 빛의 정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린 오브제가 서서
히 움직이면서 전시장 전체를 신비로운 빛으로 점유하거나 월식이 일어나는 우주의 장관을 키네틱 
아트와 라이트 아트로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적인 장면은 그저 아름답지만은 않습
니다. 핵탄두를 상징하는 오브제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빛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이죠. 신비로운 우
주의 빛은 이제 인간이 만든 핵폭발이 일으키는 공포의 빛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탄약정
비공장이 존재했던 어둡고 슬픈 과거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 줍니다.

As you walk through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somewhere in the middle, you en-
counter a beautiful yet sad story at the moving garden of light that symbolically shows the cre-
ation of the universe. In this work of kinetic art and light art, as the object with countless holes 
slowly moves, the entire venue is covered with a mysterious light, or the spectacle of the eclipse 
takes place. Yet, these magnificent scenes are not just beautiful as the light comes from the 
object that represents the nuclear warhead. The mysterious cosmic light is mixed with the light 
of terror coming from the man-made atomic explosions. This work reminds us living today of the 
dark, sad past when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was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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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제주 출생, 
현, 한국 경기 거주
Born in Jeju, Korea 
Lives in Gyeonggi, Korea

문소현 (1983~) 

Sohyun 
MOON

홀로쑈: #1 Show window #2 Foyer #3 Lounge  
#5 Courtyard #6 Ballroom 
Hollow show: #1 Show window #2 Foyer #3 Lounge  
#5 Courtyard #6 Ballroom

<Hollow Show>는 실제 전시 공간에 작업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전
시 공간을 만들어 33개의 영상 작업을 배치한 전시이다. 가상의 전시 공간은 
Show window, Foyer, Lounge, Court Yard, Ballroom으로 5개로 나뉘어 있고, 
그 공간은 평평한 3개의 스크린으로 전시장에 놓인다. 실제 작업이 상영되는 
TV와 빔프로젝터들은 오프라인에는 존재하지 않은 [Archiving Babel (온라인 
전시 공간)]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관객에게 고정된 시점으로 관객 앞에 놓여 
현시대 욕망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The “Hollow Show” is an exhibition consisted of 33 visual works by creat-
ing a virtual exhibition space rather than displaying the work in the actual 
exhibition space. This virtual exhibition hall is divided into 5 scenes, Show 
window, Foyer, Lounge, Court Yard, and Ballroom, and the space is set in 
an exhibition hall with three flat screens.. Tv and Beam projectors where 
real-world work are shown go into the space of [Archiving Babel] that 
doesn’t exist offline, and they are placed in front of the audience at a fixed 
point in time to talk about the desires of the present day.

<홀로쑈: #1 show window #2 
Foyer #3 lounge #5 Courtyard 
#6 ballroom>, 2019, 철 프레임의 
스크린 3개, 4 채널 비디오 설치, 
270 × 320cm, 270 × 375cm, 270 × 
320cm
Hollow show: #1 show window 
#2 Foyer #3 lounge #5 Courtyard 
#6 ballroom, 2019, 3 Iron framed 
screens, 4 channel video 
installation, 270 × 320cm, 270 × 
375cm, 270 × 3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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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문소현의 작품,  <홀로쑈: #1 Show window #2 Foyer  
#3 Lounge #5 Courtyard #6 Ballroom>
Hollow show: #1 Show window #2 Foyer #3 Lounge #5 Courtyard #6 
Ballroom by Sohyun MOON of Korea

탄약정비공장의 작은 공간 안에, 쇼윈도우, 현관, 라운지, 마당, 연회장 등 서양
식 집의 내부공간처럼 구성되고 편집된 5개의 영상이 랜덤으로 투사되는 작품
이 선보입니다. 사냥과 같은 독특한 취미를 지닌 주인과 가족들, 돌보는 것보다 
사육한 것처럼 억압 받은 분재, 장난감과 인형이 카니발 장면처럼 난장을 벌이
는 댄스파티 등 영상은 오늘날 현대인의 튀틀린 욕망을 비판적으로 그러나 무겁
지 않게 바라봅니다. 실사와 스톱 애니매이션의 형식으로 영화와 가상현실의 중
간쯤 위치하는 영상 작품은 중간에 개입하는 관객의 참여를 통해서 현실 속으로 
내려와 앉습니다. 진지하게 성찰해볼 만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셈입니다.

Small space inside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features a video in-
stallation where five edited videos of a Western-style house with show win-
dows, a porch, lounge, garden, and banquet hall are randomly projected. The 
owner of the house and his family with a peculiar hobby like hunting, bonsai 
oppressed and bred, rather than taken care of, and dance party where toys 
and dolls make a mess as if they are in the middle of a carnival. The work 
glares at the distorted desire of the contemporary people critically, yet not so 
seriously. This video is somewhere between live-action and stop-animation, 
and a film and virtual reality and comes inside the reality through the partici-
pation and intervention of the audience. In that sense, this is a self-portrait of 
our society worth serious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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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Incheon, Korea

이탈 (1967~) 

Tal LEE

도살의 5가지 유형 
Five Types of Slaughter

탄알은 분쟁과 전쟁, 학살의 상징이며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탄
알의 상징은 변한다. 따라서 탄약 공장은 국가라는 관념을 상징하고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생산 라인인 것이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붉은 깃발
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붉은색이 공산주의의 상징이 되었듯, 한국의 근현대사에
도 탄알과 붉은색은 국가의 관념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활용되었다. 나
의 작품이 1980에서 1990년대를 이어온 금기와 위반, 잔혹의 시대 상황을 붉은
색으로 표현한 첫 작품이었지만, 2021년에 재현된 빛바랜 붉은색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되묻는다. 국가라는 관념이 탄약
공장에서 생산하던 반공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었듯, 2021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빛바랜 붉은색으로 도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품을 통해 되묻는다.

Ammunition is a symbol of conflict, war, and massacre, and depending on 
which ideology it is used, what it represents changes. Therefore, an ammuni-
tion factory is a production line of ideology that stands for and maintains the 
notion of state. As the color red became a symbol of communism as a red 
flag was hoisted during the Bolshevik Revolution in 1917, in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mmunition and the red color have been used as 
propaganda to keep the notion of state. My work was the first to express the 
time of taboos, violation, and brutality, which started from the 1980s and con-
tinued well over the 1990s. In 2021, the represented, faded red-colored work 
asks us what the anti-communist ideology meant for us. The work poses the 
question of whether our imaginations are slaughtered by the faded red color 
just as the notion of a state was maintained with the anti-communist ideolo-
gy produced by an ammunition factory.

<도살의 5가지 유형>, 1998, 
라텍스, 인조가죽, 솜, 천, 
각 종 오브제, 240 × 120 × 
60cm(2)
Five Types of Slaughter, 
1998, Latex, artificial leather, 
cotton, cloth, various object, 
240 × 120 × 60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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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탈의 작품, <도살의 5가지 유형>
Five Types of Slaughter by Tal LEE of Korea

탄약정비공장에는 창살이 있는 감옥의 모양을 닮은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 바로 앞에 ‘정체 모를 살점 덩어리’처럼 보이
는 두 작품이 조명을 받은 채 처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약을 
걸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갈고리들이 기계 장치에 의해 굉음을 내면
서 돌아가고 있는 어두운 중앙 공간의 양 끝에 자리한 채 이 ‘붉은 색 
육질의 무엇’은 몸짓으로 항변합니다. 억압과 폭력 그리고 폭정에 의
한 피해를 책임지라고 말입니다. 섬뜩한 작품명처럼 도살은 반공 이
데올로기가 꿈틀대던 군사 독재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도처에
서 자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가의 비판적 메시지가 우리의 가
슴에 서늘하게 맺힙니다.

There are two prison cell-shaped spaces with bars in the ammu-
nition maintenance factory. Right in front of these small spaces 
are two works under the light that look like strange lumps of flesh. 
Place either end of the dark space where hooks are probably load-
ed with ammunition, these sad-looking red lumps of meat texture 
protest with their gestures, demanding accountability for the dam-
age incurred by oppression, violence, and tyranny. As the creepy 
title of the work suggests, slaughter may be committed anywhere 
today, not just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when anti-commu-
nist ideology ruled. The artist's critical message is engraved sharp-
ly in our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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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Daej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이동욱 (1976~) 

Dongwook 
LEE

완벽한 결합 
Perfect Combination

‘완벽한 결합’은 동양의 오래된 취미 활동인 수석(광물을 수집하고 배치하고 관
상하는 취미)과 분재(식물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키우는 취미)에서 파
생된 작품이다. 작가는 자신이 미적 취향에 따라 수집한 사물들을 퍼즐을 맞추
듯 연결하고 조합하여 공간에 구조물을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사물들이 가진 
형태적 아름다움을 상승시키고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를 한다.

‘Perfect Combination’ derives from Suseok (Viewing Stones: collect, layout, 
and view the stones) and potted plants (adjust and grow one part of any 
plant utilizing a man-made method), which are both classical hobbies of 
Asian people. An artist creates a structure that connects and combines 
the objects collected by one’s own aesthetic taste similar to a puzzle. Ac-
cording to this course, he enhances the morphological beauty of the object 
and also presents a new meaning to the object

<완벽한 결합>, 2018, 
혼합재료 (유리, 점토, 기름, 
모래), 가변크기
Perfect Combination, 2018, 
Mixed media (glass, clay, 
oil, sand),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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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동욱의 작품, <완벽한 결합>
Perfect Combination by Dongwook LEE of Korea

탄약정비공장 내부의 기계 장치에 의해 돌아가던 갈고리들에는 탄약 대신 수
류탄 모양의 유리병이 달려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는 기괴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작은 인물상들이 갇혀 있거나 반대로 반짝이
는 작은 보석들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두운 공간 안에 낮은 기계음을 내
면서 천천히 돌고 있는 수많은 갈고리에 각각 매달린 유리병 안에는 억압의 흔
적이 가득합니다. 마치 그것은 아름다운 광물인 수석을 수집하는 취미와 관상
용 식물을 재배하는 분재의 취미가 ‘완벽하게 결합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것
은 어쩌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빚은 ‘참담한 무엇’이기
도 합니다.

On the hooks which used to be moved by a machine at the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grenade-shaped glass bottles instead of ammunition 
are hung and moving slowly. Inside the transparent glass bottles are bizarre 
figures or tiny sparkling jewels. Those bottles hung from countless hooks 
that run slow, making low mechanical noise in a dark space are full of traces 
of oppression. It looks as if a perfect combination of the hobby of collecting 
suiseki, beautiful minerals, and the hobby of bonsai, growing ornamental 
plants. But, perhaps it is also something miserable created by the excessive 
human desire for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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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포천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Poch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정교 (1963~) 

Jung Gyo 
LEE 

새로운 장소, 디지털 정보 그리고 다가올 시간
Re_Placeness, Digital Data & Time to Come

‘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은 재생과 회복의 기대와 전망을… 그리고 
예술을 통한 일상의 지역 재생도 함께 요구되는 주제이다. 탄약정비공장이라
고 하는 특수한 장소 공간에서... 특히 작가의 공간은 특수한 장비(사물)가 존
재하는 절대적 공간에서의 조건을 갖는다. 작가는 이것을 따스한 재생으로 해
결하고 동시에 사색과 장소성을 관계화한다. 공간에서의 사물(무기적 관점)은 
작가의 해석(유기적 관계성)으로 시각적 탐색의 여정을 갖는다. 현재 존재하
는 사물을 과장이나 변형을 하여 탈기능주의적 개념과 지나간/잃어버린 시간 
등을 내재하는 '새로운 정의로서 따스한 재생'을 시각적으로 전환하여 표현한
다. 이 표현은 물감을 팔레트에서 혼합하지 않고 빛의 삼원색 RGB(red, green, 
blue)과 물감의 삼원색CMYK(Cyan, Magenta, Yellow, Black)을 활용하여 0.1 
기호(디지털 정보)로 사물의 면을 색면 구성한다. 즉 이 색면은 현재의 탄약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스타트업의 메타포이다. 복도
의 공간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한 과정 예술을 108개의 A4 액자에 콜라주 한다.

Warm Revitalization calls for the expectations and prospect for revitalization and 
restoration as well as the day-to-day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art. In the 
unique space of a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an artist’s space has 
the conditions of an absolute space where specific equipment or objects are. An 
artist addresses this through warm revit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links con-
templation and placeness. An object in space (inorganic perspective) embarks 
on a journey of visual explora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st (organic 
relationship). The work exaggerates or deforms existing objects and turns and 
visualizes post-functionalistic concepts and past/lost time into inherent warm re-
vitalization as a new definition. Such an expression is made possible not with the 
colors mixed on a palette, but with the RGB (red, green, blue) of light and CMYK 
(Cyan, Magenta, Yellow, Black) of pigments, where the binary code featuring 
digital information makes a color-field for each side of an object. The color-filed 
may be the ammunition of the present or a metaphor for start-ups, which repre-
sent the wealth at times. The hallway presents a collage of 108 A4-sized frames 
featuring the process art of the artwork.

<새로운 장소, 디지털 정보 
그리고 다가올 시간>, 2021, 
아크릴물감, 잡지, 신문 ,디지털 
프린팅,아크릴 디지털 커팅, 
유리 액자, 거울, 무빙 조명, 
Work1(탄약기계): 350 × 
500 × 175cm Work 2(복도): 
A4액자(108)
Re_Placeness, Digital Data & 
Time to Come, 2021, Acrylic 
paint, magazine, newspaper, 
digital print, mirror, moving 
lighting, Work1(ammunition 
machine): 350x500 × 175cm 
Work 2(corridor): A4 
frame(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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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정교의 작품, <새로운 장소, 디지털 정보 그리고 다가올 시간>
Re_Placeness, Digital Data & Time to Come by Jung Gyo LEE of Korea

탄약정비공장 안에는 거대한 기계장치와 환기통이 있는데요. 그 거무튀튀하게 퇴락한 
구조물을 작가는 산뜻한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을 통해서 ‘입체적인 기하학적 추
상’이라는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가히 산업 자재의 예술 재생이라고 할 만합니
다. 음습한 폐공장의 구조물을 변화시키기에 색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작가는 아날로
그 기술이 작동했던 공장의 공간을 디지털 정보로 구성된 색면을 덧씌워서 가속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공간화를 시도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러한 예술 재생의 과정을 기
록한 아카이브로 함께 구성했는데 서로를 살펴보면 관람의 기쁨이 배가 되겠습니다.  

Inside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are a massive machine and a 
vent. Jung Gyo LEE transformed the sooty, run-down structure into an artwork of 
three-dimensional geometric abstraction, using the three primary colors of bright light 
and three primary colors of pigment. It is indeed an artistic regeneration of industrial 
materials. Nothing can transform the structures inside a dreary abandoned factory like 
color. The artist overlaid the factory space where analog technology once worked with 
a color plane made of digital information to put a halt on the accelerating time and turn 
that into space. An archive in the hallway features the process of artistic regeneration. 
If you can look at both of them, the joy of viewing the work will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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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hina

중국 우시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in Wuxi, China 
Lives in and works in Beijing, 
China

미야오 샤오춘 (1964~) 

MIAO 
Xiaochun

리스타트 
Restart

나의 영상 작품 RESTART는 인간의 역사 속 진화의 과정을 탐구한다. 작가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은 또 다른 창조와 예술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
회이며, 작가 본인에게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은 질병과 죽음, 파괴라고 하는 반
복되는 인간의 역사와 숙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는 의
미 있는 과정이다.

“My video work, RESTART, explores the process of evolution in human his-
tory. Everyday life given to an artist is an opportunity for another creation 
and a new beginning of art, and for the artist himself, this 'everyday life' 
is a symbol of human disease, death, and destruction, despite repeated 
human history and fate. It is a meaningful process that continues to evolve 
and evolve.”

<리스타트>, 2008-2010, 
단채널 영상, 사운드, 
가변설치
Restart, 2008-2010, Single 
channel video, sound,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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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가 미야오 샤오춘의 작품, <리스타트>
Restart by MIAO Xiaochun of China

탄약정비공장 내부의 영상 프로젝션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긴 영상 작품 속에
서 작가의 오늘날을 있게 한 인류의 기원을 예술적 상상으로 추적합니다. 인간
이 축적한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이 세대 간의 연결과 전승으로 가능해 진 것이
듯, 지금, 여기의 작가의 존재는 그것의 기원으로부터 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적 가정 아래 그는 세계의 탄생과 생명의 발원 그리고 진화의 과
정을 역으로 추적합니다. 이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야기하는 비극적 역사는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질병과 재난, 그리고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인 ‘리스타트’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This is a 'video projection' work displayed inside the ammunition mainte-
nance plant. In this long video work, the artist traces the origins of mankind 
that have made him today through artistic imagination. Just as the culture 
and civilization that humans have built up became possible through the 
connec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generation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xistence of the artist of 'Now, Here' must have originated from a special 
origin, he traces the birth of the world, the origin of life, and the process of 
evolution in reverse. In this history, the tragedy caused by human desire is 
inevitable. The artist presents to us ‘Restart’, a new start that wisely contin-
ues this in the history of the disease, disaster, an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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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부산 거주
Born in Busan, Korea 
Lives in Busan, Korea

조은필 (1979~) 

Eun Phil 
CHO

별을 내려다보는 밤 
A Night Looking Down at the Stars

밤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모호하게 하기도 감상에 빠지게도 하는 마법과 같은 
시간이다. 어둠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사물에 대한 경험을 선사하고 이상하고 또 
환상적인 느낌과 함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계의 주변을 넘나드는 오묘(奧妙)
의 영역이다. ‘별을 내려다보는 밤’은 사물이나 어떤 것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
이게 하고, 죽은 듯 보이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운동성의 미학과 더불어 시적 
상상력과 물질적 상상력이 작동한다.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던 방식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 의도의 작품이다.

The time of night is a magical time that obscures everything and makes 
you feel emotional. Darkness is the realm of mystery, which provides an 
experience of familiar and unfamiliar objects and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this and that, with a strange and fantastic feeling. In ‘A Night 
Looking Down at the Stars’, poetic imagination and material imagination 
work together with the aesthetics of movement that makes things or invis-
ible things visible and makes things that seem dead come to life. Both time 
and space are works with the intention of interpreting them in a different 
meaning from the way we experienced them. <별을 내려다보는 밤>, 2021, 

혼합재료, 10m이내 설치
A Night Looking Down at the 
Stars, 2021, Mixed media, 
Installation within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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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조은필의 작품, <별을 내려다보는 밤>
A Night Looking Down at the Stars by Eun Phil CHO of Korea

탄약정비공장 내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은 푸른색의 직물이 
마치 긴 치마의 형상으로 회전 운동하는 키네틱 아트입니다. 천장으
로부터 모터의 움직임을 아래로 전하는 4개의 덩어리로 된 이 작품
은 천천히 혹은 빨리 움직이면서 마지막 전시장 출구를 떠나는 관람
객의 눈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의 추
억과 예술적 상상이 접목한 이 작품은 ‘별을 내려다보는 밤’이라는 제
목처럼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관객에게 전합니다. 아
니, 이 작품을 본 관객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마다 가슴에 품고 간
다고 해야 겠군요.

The last piece of artwork displayed at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is a kinetic artwork of rotating blue fabric in 
the shape of a long skirt. The work, which is made of four masses, 
through which the movement of a motor on the ceiling is deliv-
ered, moves slowly or quickly, catching the eyes and hearts of the 
viewers as they walk toward the exit as if holding them back. As 
the title A Night Looking Down at the Stars goes, the work brings 
together childhood memories and artistic imagination and conveys 
fantastic and surreal stories to the audience. Rather, it would be 
better to say that each audience, after viewing this work, carries 
these stories in their hearts.



야외 Outdoor 

1.  김성수 Sungsoo KIM(1984~), 한국 Korea
2.  정혜례나 Hyeryena  JUNG(1963~), 한국 Korea
3.  변경수 Kyungsoo BYUN(1978~), 한국 Korea
4.  이창희 Changhee LEE(1980~), 한국 Korea
5.  이호영 Hoyoung LEE(1965~), 한국 Korea
6.  마리아 멜레스키나 Maria MELESHKINA(1992~), 
 러시아 Russia
7.  루멘 미호프 디미트로프 Rumen Mihov DIMITROV(1965~),  
 불가리아 Bulgaria
8.  박장근 Jangkeun PARK(1968~), 한국 Korea
9.  디어드레 오마호니 Deirdre O'MAHONY(1956~), 
 아일랜드 Ireland
10. 김순임 Soonim KIM(1975~), 한국 Korea

실내 A홀 Indoor 

1.  김도희 Dohee KIM(1979~), 한국 Korea
2.  조영하 Youngha CHO(1965~), 한국 Korea
3.  김명희 Myonghi KIM(1949~), 한국 Korea
4.  김한규 Hankyoo KIM(1978~), 한국 Korea
5.  마이클 그랩 Michael GRAB(1984~), 캐나다 Canada
6.  홍나겸 Nakyum HONG(1971~), 한국 Korea

실내 B홀 Indoor 

1.  제니퍼 스타인캠프 Jennifer STEINKAMP(1958~), 미국 USA
2.  양순영 Soonyoung YANG(1966~), 한국 Korea
3.  퀸 동 QUYNH Dong(1982~), 스위스 Switzerland
4.  리차드 스트라이트메터-트랑 RICHARD STREITMATTER-  
 Tran(1972~), 미국/베트남 USA/Vietnam
5.  박종갑 Jonggab PARK(1968~), 한국 Korea
6.  요하네스 헬덴 Johannes HELDÉN(1978~), 스웨덴 Sweden
7.  윤영화 Younghwa YOON(1964~), 한국 Korea
8.  권용택 Youngtaek KWON(1953~), 한국 Korea
9.  한홍수 Hongsu HAN(1959~), 한국 Korea
10. 차기율 Kiyoul CHA(1961~), 한국 Korea

11. 사라 미콜라이 Sara MIKOLAI(1989~), 
  스리랑카/독일 Sri Lanka/Germany, 
  이수루 쿠마라싱에 Isuru KUMARASINGHE(1987~), 
  스리랑카 Sri Lanka
12. 지아드 모우카젤 

  Ziad MOUKARZEL(1981~), 레바논 Lebanon 
13. 신재은 Jaeeun SHIN(1984~), 한국 Korea
14. 정태규 Taekyu JEONG(1971~), 한국 Korea
15. 첸웬링 CHEN Wenling(1969~), 중국 China
16. 노동식 Dongsik ROE(1973~), 한국 Korea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

전시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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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그리고 기억…그리고 새로운 생태 재생

재생은 쓰다 버린 물건 혹은 유예한 기억이나 사고들을 저
편에 두었다가, 우리의 무뎌진 맨발 밑에 두는 것이다. 그리
고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며 미래를 살아
갈 희망과 용기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따스한 재생’의 
목적이자 필요 이유이며, 이번 <재생2. 와동>의 주요 테마이
다. 팬데믹으로 각박해진 우리의 일상에 재생2가 열리는 와
동분교의 60여 년 간의 기억들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기억을 회상하게 한다. 1954년에 개교하여 2015년에 폐교한 
이 장소는 지금은 이전의 기능을 다 하고 사용되지 않지만, 
전시 공간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다. 기억의 살갗을 
드러내는 작품들과, 현재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영상 및 
설치작품들은 이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맞물려 인간과 사물, 
그리고 기억, 환경 간의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더불
어 야외에 전시되는 건축형 파빌리온과 서정적 작품들은 사
람들의 이야기를 현대예술로 담아내는 생태적·유기적 인식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인식 전환은 새
로운 사회적 실천예술로 보여 질 것인가? 아니면 홍천의 공
간 안에 생태를 가장한 어떠한 행위로만 보여 질 것인가? 이 
질문이 이번 전시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기
도 하다. 

<재생2. 와동>의 작품들은 자연을 구성하는 동식물과 무생
물들의 관계성, 그리고 그들이 움직여가는 세계를 ‘생태’로
서 보여주고, 이들의 짜임새와 이야기를 ‘예술’로서 보여준
다. 환경이 단지, 자연의 단순한 묘사나, 대상, 작품의 재료로
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넘어 자연에 대한 관계를 통해 새로
운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례로 참여작가인 퀸 동은 
작품 속의 의례를 통해 비의도적 구현방식을 이야기하고, 그
것을 보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의도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바나나 숲 속에서 부토 무용수들
이 상징적인 색감의 옷을 입고 숲 사이에서 서서히 움직이며 
춤을 추는 행위와 소리를 통해, 바나나 숲이 이야기하는 환
경적 생태계와 무용수들이 보여주는 유기적 자연적 성상(性
狀)에 덧붙여진 인간의 움직임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
달한다. 이러한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와동이라는 공간을 
환경과 인간이 연계되는 다른 세계로 볼 수 있게 하는 새로
운 생태예술의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와동의 작품들은 때때로 인간의 역사적 활동을 바라보
는 시각 자체의 질적 변화를 맞이함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
다. 쌓아진 층위를 다시 뒤집어 꺼내 보고, 결을 살피고, 시간
의 변화와 그 안에 내재 되어있는 정신적 기록들을 조우하
며, 작가는 이전 기억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해 나간다. 이러
한 기록이 쌓이고 쌓여 서사로 만들어지고, 그 서사를 보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게 된다. B홀
과 야외에서 보여지는 여러 작품들은 시간의 기록, 삶의 기
록 그리고 인류가 가져야 할 삶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생태
적 접근을 통해 재생이라는 의미에 대한 실험적 접근을 시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아트가 
이루어지는 ‘건축형 카페 파빌리온’과 강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생태적 예술 실험을 위한 ‘반원기둥형 파빌리온’ 등
의 작품들은 영상, 설치, 사운드 작업을 통해 재생의 생태적 
접근에 대한 예술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낡은 것
에서부터 가장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이 작업들은 새로운 재
생의 일환으로서 정신적 회복과 인간·환경에 대한 미래지향
적 목적을 말한다. 이 전시를 통해 재생은 거창한 방식이나 
특별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비슷하지만 다른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재생일 것이라 생각한다.    

 김한별 Han-Byul KIM 

 큐레이터 Curator

익숙한 풍경 속 새로운 재생

“비닐하우스에서 옥수수가 자라나요?”, “메밀꽃이 9월 말에 
피려면 언제쯤 심어야 하나요?” 와동의 전시 준비 기간에 오
갔던 질문과 조바심에 외치던 고민들은 마치 초보 농사꾼과 
기획자의 경계에 선 것 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 경험하는 
폐교에서의 전시, 날것의 에코 아트는 사실 막막했다. 학교

of ecology in Hongcheon area? Such has been the very 
question to be contained throughout curating this exhibi-
tion site. 

The artworks of Revitalization 2 Wadong show the rela-
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plants and animals and 
inorganic objects that make up nature, and the world they 
live in as 'ecology,' and their entanglements and story as 
'art.' The environment applied not as a mere depiction of 
nature, or an object, or used material for work, but is cre-
ated as a new communication through a relationship with 
nature. For example, Quynh Dong, one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talks about the unintentional way of embodiment 
via the rituals in her work and also delivers a message 
to encourage the viewer’s to deliberately act upon it. 
Through the sounds and the act of dancing by Butoh 
dancers wearing clothes in symbolic color and dancing 
slowly in the forest, the work conveys to us a message 
from the banana forest of the ecosystem and the organic 
and natural image displayed by the dancers, the move-
ment of humans. These works suggest a new concept 
of eco-art that allows us to see the space of Wadong as 
a unique world where the environment and humans are 
connected.

In addition, the works presented in Wadong revealed 
the qualitative change in the way we view the historical 
activities of humans at times. Artists turn the piled layers 
over and take up, examine the texture, and encounter 
the change of time and the mental records contained in it 
and make a new record of the memory of the past. These 
records are piled up to form a narrative, and we who read 
the narrative come to explore the meaning of a new way 
of life. The various works displayed in Hall B and outdoors 
have attempted an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meaning 
of revitalization through an ecological approach to the 
record of time, the record of life, and a new way of life 
that humans need to adopt. Works such as the cubic plant 
pavilion performs as a community art with local residents 
and the semi-cylinder-shaped pavilion sustains a visual 
and ecological art experiment with the elements that 
Gangwon holds. They suggest methodological alternatives 
in art regarding the ecological approaches in revitalization 
by video, installation, and sound works. These works, 
which find the newest from the oldest, speak of the spiri-
tual recovery and progressive aims for both humans and 
the environment as part of the new revitalization. Through 
this exhibition, I came to see that revitalization does not re-
quire a grandiose method or special tools, but it would be 
enough to recall and share each other's similar yet differ-
ent memories. This might be the revitalization as recovery 
able to warmly embraces our hearts again.

New Revitalization in a Familiar Scenery

“Do corns grow in a greenhouse?”, “When shall we plant 
buckwheat seeds to see buckwheat flower blooms at the end 
of September?” The questions we exchanged and the wor-
risome jitters at the early stage of the exhibition in Wadong 
sounded like coming from somewhere between that by 

Pause…Memory…and New Ecological Revitalization

Revitalization is to put discarded objects or postponed 
memories or thoughts aside and then put them under our 
dull bare feet that once were sensitive, asking questions 
about whether we are doing okay, and get hope and 
courage to keep going into the future. That is the purpose 
and reason for Warm Regeneration, as well as the theme 
for Revitalization 2 Wadong. The sixty years of memory 
of Wadong branch school, the venue for Revitalization 2, 
make us pause and recall the memories amid the dry and 
barren daily lives held back by the pandemic. Opened in 
1954 and closed in 2015, the school is no longer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yet has been granted a new function of 
exhibition space. The works that reveal the raw memory, 
and the videos and installations that make us look back on 
ourselves in the present, are entangled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pace to deliver a visual message be-
tween humans and objects, memory,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the architectural pavilions and lyrical works 
presented outdoors feature the ecological and organic 
shift in perception that conveys stories of people through 
contemporary art. Will this ecological and organic change 
of perception be seen as a new practice of social art, or 
just as an accustomed practice disguised in the name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

야외 Outdoor

생태 재생을 탐구하는 설치적 조각 + 
아트 텃밭 + 지역 특성을 살린 국수, 커피를 향
유하고 소통하는 ‘건축형 카페 파빌리온’+ 

주민,학생, 강원 작가가 협업한  
‘입방체형 식물 파빌리온’+

생태예술을 실험하는 비닐하우스인  
‘반원기둥형 식물 파빌리온’

Installation and sculpture exploring ecological 
revitalization + Art garden + A pavilion 

‘Architectural Cafe Pavilion’ for communication 
to enjoy noodles and coffee using local 

characteristics + ‘Cubic Pavilion’ created by 
residents and students in collaboration with 

an artist in Gangwon + ‘Semi-cylindrical plant 
pavilion’, a plastic house to  

experiment with eco-art

실내 Indoor (A, B hall)

생태 재생을 탐구하는 에코 아트와 설치적 조각

Eco-art and installation and sculpture exploring 
ecological revitalization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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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도하는 힘보다는 섬세하게 틈을 살펴야 하는 결을 지닌 
공간이었기 때문에 작품에 맞게 공간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
에서 크레인과 포크레인을 동반한 끝없는 대공사와 수정과 
변경을 거듭하는 강약 조절이 필요했고, 자연을 재료로 하
는 탓에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는 형태의 작품들이 많았기에 
무엇이 피어날지 모르는 씨앗을 눈을 감은 채 심는 것과 같
은 기분마저 들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빛이 났던 것은 축적된 경험과 에너지로 전시 준비와 진행
에 힘을 실어주었던 와동의 모든 선생님이었다. 이분들의 존
재야말로 와동에서 이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
기에 3년 차 전시가 된 이제야 이분들과 ‘와동스럽게’ 제대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아쉽기도 했다. 로컬의 
힘을 아트로 발현시킬 수 있는 너무도 좋은 네트워크가 함께 
갈 수 있었다는 점은 이번 전시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었
다. ‘우리의 와동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덕분에 많은 것들
을 해낼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강원도의 홍천 와동 분교의 2021년 ‘재생’은 초등학교는 아
이의 순진무구함과 어른의 추억과 그리움으로만 구성된다
는 평평한 기존의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전과는 다른 새로
운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 익숙한 기억과 일상의 것들을 새로
운 방식으로 쌓아 나가고 파 내려가는 도전이자, 커뮤니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애정이 합쳐진 결과였다. 학교는 누군가
에게는 추억일 것이고, 혹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기도 
할 것이며, 지금 학교에서마저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아이
들에게는 마음껏 맨 얼굴로 뛰어놀고 싶은 상상 속 자유의 
공간일 것이다. 조금만 사고를 확장해보면 가장 익숙하고 가
장 공통의 기억을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낯설고 새로운 것
들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생기를 머금은 들판이 바로 학교
라고 생각한다. 와동분교에서 관람객들의 익숙한 기억 속에
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채워졌을지 그들이 가져간 재생의 알
맹이들이 궁금하고 기대된다.

재생이라는 주제는 쓸모 없어진 것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
만, 잊고 지내던 것들을 다시금 꺼내 보는 것도 된다. 이번 전
시를 통해 나의 내면에서 재생된 것들은 지역과 공동체 그리
고 자연과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 의지와 가능성 그리고 
전시 기획의 즐거움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
교라는 공간에서 코로나로 인해 얻게 된 일상 공간에 대한 
긴장감 없이 자연스레 몸을 움직이며 전시장 이곳저곳을 탐
색하길 바라며, 어른들 또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져가기를 바란다. 매일 밤 한 장씩 넘어간다는 책 
읽는 소녀상의 책장에도 새겨졌을 무더운 여름부터 찬 공기 
가득한 겨울까지의 이 이야기가 와동 분교에게 익숙한 새로
움으로 남아 새로운 재생을 거듭 이어나가길 바란다. 

 박수정 Soo-Jeong PARK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Assistant Curator

novice farmers and curators. To be frank, the unprecedented 
experience of making an exhibition at a closed school and 
the eco art by its raw definition put me in bewilderment. The 
school was an embodiment of space that consisted of deli-
cate layers demanding a sensitive examination in between 
them rather than to overwhelm it by force. So, as we reorga-
nized the space to fit the works, it was crucial to modulate 
the level of endless modifications, changes and the massive 
scale of construction involving cranes and excavators. Since 
there occupied many works using nature as medium, for 
which the outcome could not be foreseen, it felt almost as if 
planting a random seed with my eyes closed. What shone 
the brightest amidst dealing with all those unpredictable mo-
ments was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energy by every 
teacher that led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Wadong 
exhibition. They were the very foundation underneath of con-
structing the exhibition at Wadong, therefore I came to regret 
the fact that it was only at the third year of the exhibition 
series from which the authenticity of Wadong began to reso-
nate. I was ineffably lucky to work with such a great network 
of people in expressing the power of the locality through art.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my Wadong 
team and stress them that they deserve all the credits. 

Revitalization in 2021 at Wadong branch school in Hongc-
heon, Gangwon-do, attempted to add a unique story while re-
specting the accustomed interpretation that a primary school 
consists only of the children’s innocence and the adults’ 
memories and nostalgia. It was a challenge to build up and 
delve into familiar memories and ordinary things so as to find 
a new way to instill unprecedented senses, as well as the re-
sult of the amalgamation of the efforts and the affection from 
the residents to the community. The school shall be a place 
of reminiscence for some, or a space that some do not wish 
to return, and furthermore an imaginary space for current 
children who have to wear a mask even at school; a space 
that they can run and play with their bare face full of freedom. 
If we may take our thinking a step further, it is the school - 
the field as which hosts collective memories, and the reason 
for which it hold the most refreshing energy that allows us to 
embrace the new and unfamiliar. I wonder what filled into the 
familiar memories of the viewers at Wadong branch school 
and the individual essence of Revitalization they are taking 
away within them. 

The theme of revitalization means recycling on one hand and 
revisiting forgotten things on the other. From this exhibition 
my internal revitalization has been the basic determination 
and possibility to explore the local and community, nature 
and art, and the joy of curating an exhibition. I hope that in this 
exhibition many children will freely search and explore the 
space called school, setting aside the wariness of the every-
day space induced by the pandemic; and adults may as well 
experience a fresh sensation by it. So has been told about 
the girl statue that the pages of the book she holds are turned 
every night page by page; on which this story that lasted from 
the scorching heat of the summer to the crisp winter breeze 
must have engraved a mark, and it is with my great hope that 
it continues as another revitalization to come – revolving as 
familiarly and as newly for Wadong Branc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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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자>, 2021,  
스테인리스 스틸, 조명, 전동모터,  
325 × 450 × 300cm 
Timetraveler, Stainless steel, 
light, electric motor,  
325 × 450 × 300cm 

한국 Korea

한국 전주 출생, 
현, 한국 전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Jeonj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Jeonju, 
Korea

김성수 (1984~) 

Sungsoo 
KIM

시간여행자 
Timetraveler

<시간여행자>는 거대한 구조물을 상자에 집어넣는 조립식 놀이공원의 컨셉으로 
접근했던 2014년 作 <Amusement Park in Box>에 등장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상상의 타임머신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7개의 조
각들로 이루어진 <시간여행자>는 아침이 되면 작동을 시작하는데, 곰 형상의 뱃
속에서 상자들이 하나씩 소환된다. 이 상자들은 각각 근위병, 경주마 그리고 달 
착륙선의 형태로 제작된 ‘Moonwalker’를 등장시킨다. 그들만의 작은 세계였던 
‘The Box’는 현실 세계로 확장되어 관람객을 상상의 놀이공원으로 초대한다.

Timetraveler is a work that appeared in Amusement Park in Box in 2014, 
which was a concept of a prefabricated amusement park that puts a huge 
structure in a box. The artist recreated the work as an imaginary time 
machine that rotates counterclockwise. The 7-piece Timetraveler starts 
working in the morning, and boxes are summoned one by one from the 
bear-shaped belly. Each of these boxes features a ‘Moonwalker’ in the 
form of a guard, a racehorse and a lunar lander. ‘The Box’, a small world of 
their own, expands into the real world and invites visitors to an imaginary 
amusemen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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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성수의 작품, <시간여행자>
Timetraveler by Sungsoo KIM of Korea  

와동분교에서 어린이들을 반기는 작품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곰돌
이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전동모터의 힘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과거로 가는 타임머
신인 셈이죠. 어린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과거로 여행을 합
니다. 빙빙 도는 머리가 어지럽지만 어린이들은 신나는 놀이기구로 
만들어진 작품을 타고 마냥 신이 났습니다.  

At Wadong branch school, a moving teddy bear welcomes chil-
dren. This stainless steel work running on an electric motor rotates 
counterclockwise. It's like a time machine traveling into the past. 
Children travel to the past, stretching their imaginations. The spin-
ning head makes you dizzy, but the children are all excited about 
the work, the fun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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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홍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Jinhae, Korea
Lives in and works in 
Hongcheon, Korea

정혜례나 (1963~) 

Hyeryena 
JUNG

색을 입히다 
Coloring to the Object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본래적의 색이….” 

무채색의 색만이 존재했던 혼돈의 시대에 계몽의 틀을 깨고 각성이 일어난다. 
나를 깨우는 일련의 움직임에 우주가 응답하기 시작하고 색을 입고 있던 자연
계에서 우리는 색을 차용해 온다. 무리들이 옷을 입는다. 서로에게도 색을 입히
며 삶은 축제의 마당으로 열린다. 벽면을 채운 사각의 프레임은 우주를 상징하
며 서로 다양한 자기의 색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채색의 인간 군상들은 그로부
터 색과 성격을 차용해오면서 차츰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경험한다. 그러한 
각성의 존재들은 타자와 연결을 시도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재창조한다.

“Maybe then, something there was. the original colors of being given to 
me….”
In an era of chaos where only achromatic colors existed, the awakening 
takes place by breaking the framework of chaos. The universe begins to 
respond to a series of movements that wake us up, and we borrow colors 
from the natural world that used to wear colors. The crowd gets dressed. 
Coloring each other, life is opening as a festival yard. The square frame 
filling the wall symbolizes the universe and is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various colors. Achromatic human figures borrow colors and personalities 
from them, and experience a journey to find themselves gradually. Such 
awakening beings make an attempt to connect with others and re-create a 
beautiful world.

<색을 입히다>, 2021, 강철, 
패브릭, 호마이카(경화제),  
30 × 800 × 350cm
Coloring to the Object, 2021, 
Steel, fabric, homica 
30 × 800 × 3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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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정혜라나의 작품, <색을 입히다>
Coloring to the Object by Hyeryena JUNG of Korea 

하얀 벽면에 색을 입히는 일은 선사 시대 동굴에서 벌어졌던 미술 행
위를 되새기게 합니다. 당시의 벽화가 유희, 제의, 노동, 삶이었던 것
처럼, 작가 역시 축제의 장면과도 같은 벽화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채색의 인간 군상이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은 채 서
로 연결됩니다. 나의 옷이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그 옷이 또 다른 이
와 연결되면서 한 주체의 삶은 공동체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코로나
의 비대면 시대에서 소망하는 대면을 향한 재생 의지입니다.  

Coloring white walls reminds us of the art practice that took place 
in a prehistoric cave. Just as drawing murals at that time was part 
of play, ritual, labor, and life, the artist also talks about the life of a 
community through the mural that features something very much 
like a festival. A group of achromatic human figures, clothed in 
various color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s my cloth is con-
nected to someone and his cloth is connected to someone else, an 
individual’s life is transformed into the life of a community. This is 
the determination to bring about revitalization with the hope for an 
in-person encounter in this time of virtuality with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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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뚱땡이>, 2014, 
스테인리스 스틸, 공업용 
페인트, 110 × 55 × 55cm
Sweet Fatty, 2014, 
Stainless steel, industrial 
paint, 110 × 55 × 55c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판교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Pankyo, 
Korea

변경수 (1978~) 

Kyungsoo 
BYUN

달콤한 뚱땡이 
Sweet Fatty

변경수의 작품 <달콤한 뚱땡이>는 현대 매체의 영향으로 수동적이고 비대해진 
내면의 자아를 형상화하였다. 화려하고 강한 색채를 통해 매체의 강한 끌림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했다. 특히,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함보다 더 복잡하고 파악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작가는 이야기한다.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화려하고 귀여운 팬시 적인 느낌의 작품은 표면의 상
징일 뿐이며, 이 내면에는 인간 세상의 치열하고 양가적인 감정의 단면을 잘 나
타낸다.

Artist’s work Sweet Fatty embodies the passive and bloated inner self due 
to the actions of modern media. Through colourful and various colours, it 
is expressed in the form of a person who feels anxious about the medium’s 
strong attraction. In particular, through this artwork, the artist speaks about 
humans as more complex and incomprehensible beings than the diversity 
of modern society. The colourful and cute fancy-feeling works that appear 
in the artist’s work are only a symbol of the surface, and inside this work, 
they represent the fierce and ambivalent aspect of the huma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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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변경수의 작품, <달콤한 뚱땡이>
Sweet Fatty by Kyungsoo BYUN of Korea

와동분교 교사의 현관 위에 빨간색의 조각 하나가 올라앉았습니다. 
눈코입이나 팔이 몸통에 하나로 붙어 있는 형상입니다. ‘달콤한 뚱땡
이’라는 제목처럼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색을 입은  귀염둥이 이미지
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인체상 안에, 외형과는 다른, ‘불안한 인간 
주체 탐구’라는 실존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작가는, 타자로부터 고
립된 주체, 내면으로 하염없이 추락하는 병적 주체와 같은 현대인의 
이중적 면모를 비판적으로 제시합니다.  

On top of the front door to the Wadong branch school building sits 
a red sculpture. The eyes, nose, and arms all form one lump. As the 
title Sweet fatty goes, it looks cute and colorful at a glance. Yet, in 
this human statue, the artist put the existential message of explor-
ing the anxious human subject, quite different from its appearance. 
The artist critically presents the dual aspects of today’s people, 
the pathological subject who falls into the abyss as they live on an 
island, isolated from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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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창희 (1980~) 

Changhee 
LEE

걸어가다 
To Walk to Place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의 한 방법을 보여준다. 인간의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내재된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 작품을 통하여 ‘걷는 사람’의 외형적 모습, 즉 한자
의 ‘사람인(人)’과 한글의 ‘시옷(ㅅ)’, 알파벳의 ‘엑스(X)’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형태적 특성을 통해 인
간관계에 대해 물음을 제시한다. 특히, 한자의 ‘人’ 이 지닌 시각적 조형성과 내재된 의미에 주목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와 ‘타인’, 또는 ‘사회’
와 많은 유기적 소통을 근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현대사회에
서 타인과의 소통 방식은 이전의 전통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변모하고, 더욱 객체화된 특이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변이 현상을 ‘걷는 사람 형상’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대변해 표현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여 보여주고있다.

Through this work, the artist shows a way of considering ‘human relations in modern society. 
Through the work that simplifies the human motif and visually maximizes the inherent symbol-
ism,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walker’, namely the Chinese character ‘human(人)’, the 
Korean character ‘Siot(ㅅ)’, and the alphabet’s ‘X( X)’, and othe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ways, ask questions about human relationships.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pay attention to the visual formativeness and inherent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人’ and to analyze it in detail. It emphasizes that you are in an envi-
ronment where you have no choice but to live. It can be said that interactions with others in 
human relationships create important issues about how different thoughts and actions can 
affect each other. In particular, in modern society, the communication method with others is 
transformed into a phenomenon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raditional concept 
and has a more objectified singularity. This work pays attention to how it can represent and 
express modern society’s ‘human relationship’ with the To Walk to Place.

<걸어가다>, 2021, 철, 산화철, 
280 × 300 × 120cm
To Walk to Place, 2021, Iron, 
oxidized, 280 × 300 ×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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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창희의 작품, <걸어가다>
To Walk to Place by Changhee LEE of Korea 

와동분교의 교사 앞 벌겋게 퇴락한 동상들 사이에 같은 색을 지닌 조
각 작품이 새로 자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몸통은 없고 다리만 있는 
상태로 걸어가는 사람 형상입니다. 한자의 ‘사람인(人)’과 한글의 ‘시
옷(ㅅ)’이 만난 절묘한 형상입니다. 크기를 보니, 아빠, 엄마, 아이가 
가족 나들이를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벌겋게 퇴
락한 이승복 어린이 동상 그리고 사슴 동상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
일까요? 이 가족상은 비를 흠뻑 맞고 벌겋게 녹이 슬어 주변의 조각
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정겹습니다.  

A new sculpture of the same color stands among the rusty, run-
down statues in front of the Wadong branch school building. Look-
ing intently, you will notice that it is a person walking with only legs 
and no body. A marvelous figure, combining the Chinese character 
'人' and the Korean character ‘ㅅ,’ which sounds siot. Based on the 
size, it looks like a family of three going on a picnic. They probably 
want to be friends with the old, worn-out statue of Seung-bok Lee 
and the deer that have been here for too long. Somehow, the fam-
ily figure drenched in the rain and rusted has become just like the 
sculptures surrounding it. It's lovely to hear their conversation in 
exactly the same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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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정원-발화하는 생명>, 
2021, 철제프레임, 재활용 
오브제(생활집기, 페트병 등), 
식물모종, 흰 끈, 자연물(돌, 나무 
등), 250 × 3000 × 340cm
The Old Garden-Blooming Life,  
2021, Steel frame, recycling 
objects(daily necessities, 
plastic bottle), plant seedlings, 
white strings, natural 
object(stone, wood, etc.), 
250 × 3000 × 340cm

한국 Korea

한국 강릉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Gangneung,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이호영 (1965~) 

Hoyoung
LEE

오래된 정원-발화하는 생명 
The Old Garden-Blooming Life

오래된 정원은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며 지나감과 다가올 것이 동시적으
로 잠재하는 대지이다. 꽃이 화려하게 피어남은 지난겨울의 시간을 견딘 지금이
고, 꽃이 지는 지금 또한 열매를 위한 죽음이다. 오래된 정원 그러나 신체는 꿈을 
꾸고 희망한다.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린다. 푸른 기다림은 지금 현재의 희
망, 꿈을 담고 그려진다. 표현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담고 화면에 펼쳐지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 전시의 큰 주제 ‘따스한 재생’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자연
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연 오브제를 선택해 보
는 참여자의 주변 탐방은 실천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In the old garden, death and birth happen simultaneously, and beings pass 
away, or new beings approach at the same time. The presence of bloom-
ing flowers is the outcome of enduring the past winter times. The presence 
of falling flowers is the death of the future fruit. In the old garden, the body 
has dreams and wishes. The body also waits too long for something. The 
blue waiting is expressed through the present hope and dream. And the 
present hope and dream are expressed on the screen by holding some-
thing invisible. 
Nature and Humans, the main theme of the exhibition, ‘Warm Revitaliza-
tion’, is a new perspective on the city and nature in which humans live. In 
that sense, the participant’s exploration of the surroundings, who choose 
natural objects, can be the first step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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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호영의 작품, <오래된 정원-발화하는 생명>
The Old Garden – Blooming Life by Hoyoung LEE of Korea 

와동분교의 교사 앞에 아주 커다란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른
바 ‘입방체형 식물 파빌리온’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체험 교육 프
로그램에서 함께 했던 도민들의 창작 체험 결과물들을 함께 전시하
고 전시 기간 내내 주민의 참여와 기증으로 이루어진 화분 프로젝트
가 진행됩니다. 이 구조물 양 옆으로는 하얀 천 조각들을 드리운 구
조물이 함께 전시됩니다. 그런데 설치한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이 
작품명이 왜 ‘오래된 정원’일까요? 자연의 생성소멸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에 관한 오래된 문제의식을 작가가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서 조
형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까닭입니다.

In front of the Wadong branch school building stands a massive 
structure named cubic plant pavilion. In this work, the results of 
the public program where the local citizens took part in creative 
experiences are presented while the flowerpot project realiz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donation of the local citizens goes on 
throughout the exhibition period. On both sides of this pavilion are 
structures draped with patches of white fabric. You might wonder 
why the title of this two-month-old structure is Old Garden. That 
is because the artist formatively contemplates and practices the 
age-old question regarding nature and humans as well and the 
generation and death of nature through communit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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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ussia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생, 
현, 러시아 모스크바 거주 및 활동
Born in Yuzhno-Sakhalinsk, 
Russia
Lives in and works in Moscow, 
Russia

마리아
멜레스키나 (1992~) 

Maria 
MELESHKINA

영원한 아름다움 
Eternal Beauty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바꾸세요. 모든 세부적인것의 아름다움
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덜 사고, 다시 쓰고, 나무를 심어요. 당신의 목
소리를 내세요. 

Change your perception of the world. Try to see the beauty in 
every detail. Buy less. Re-use and recycle. Plant a tree. Use your 
voice.

<영원한 아름다움>, 2021, 
고무, 흙, 식물,  
250 × 480 × 180cm
Eternal Beauty, 2021, 
Rubber, soil, live plants,  
250 × 480 × 1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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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작가 마리아 멜레스키나의 작품, <영원한 아름다움>
Eternal Beauty by Maria MELESHKINA of Russia

와동분교 운동장 옆 뜨락에 방치되어 있던 폐타이어들을 꽃과 여러 
식물을 위한 화분으로 재활용합니다. 작가는 이 타이어들을 새로운 
구조물로 재배치해서 쌓고 그 안에 흙을 채우고 여러 종류의 어린 식
물을 심었습니다. 세상 속에 버려진 것들을 가꾸로 재생해서 만든 리
사이클링 아트로 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Waste tires thrown away in the garden next to the Wadong 
branch school playground are recycled as pots for flowers and 
other plants. The artist rearranged and stacked them to form 
a new structure and filled them with soil, and planted various 
kinds of seedlings. It is a garden made beautiful with the things 
discarded from the world and nurtured and regenerated through 
recycled art.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182 183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지퍼 자연>, 2021, 나무, 흙, 
풀, 150 × 400 × 1000cm
Zip Nature, 2021, Wood, soil, 
grass, 150 × 400 × 1000cm

불가리아 Bulgaria

불가리아 오파카 출생,
현, 불가리아 벨리코 타르노보 거
주 및 활동
Born in Opaka, Bulgaria
Lives in and works in Veliko 
Tarnovo, Bulgaria

지퍼 자연 
Zip Nature

‘지퍼 자연’은 10미터 길이에 높이 1.5미터의 나무와 1미터 높이의 흙무
덤을 설치한 장소특정적 오브제로 된 대지 예술이다. 이 작품의 모티브
는 나무 줄기로 만들어진 둥지 형태로부터 왔고, 여성의 자궁과 질 형
태로 땅을 지퍼로 여는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싱그러운 풀밭이 불탄 나
무 둥치들과 대조적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은 마치 매년 봄마다 
새로운 풀을 자라게 하는 인생과 같은 개념으로 다시 태어난 자연을 말
한다.

Zip Nature is a land art installation with site – specific object 
which is 10 meters long with 1.5 meters high trees, 1 meter high 
soil tomb in the middle. The idea is wooden trunks burnet and 
opens the ground in vagina form, appears the fresh grass con-
trast the burned wooden trunks. With that idea announce the 
reborn the nature, like in the life every spring comes new one 
grass.

루멘 미호프
디미트로프 (1965~) 

Rumen Mihov
DIMIT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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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작가 루멘 미호프 디미트로프의 작품, <지퍼 자연>
Zip Nature by Rumen Mihov DIMITROV of Bulgaria

지퍼 자연이라나요? 작품은 자켓의 지퍼처럼 열리고 닫히며 다시 태
어나는 자연을 시각화합니다. 겨울 동안 보이지 않던 식물이 봄이 되
면 대지 밖으로 다시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생명을 품어 안습니다. 나무가 태
워져 숯이 되었지만 숯은 또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모성의 대지로 변
화합니다. 자연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It’s called Zip Nature. The work visualizes nature as born again, 
as if you zip up and down your jacket. Just as a plant that was no-
where to be seen during the winter begins to bud in spring, nature, 
which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always embraces life even 
when it faces death. The wood is burnt to become charcoal, but 
the charcoal is also transformed into maternal soil that saves new 
life. Nature, like a mother's womb, is the source of 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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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홍천 출생, 
현, 한국 이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Hongch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Icheon, 
Korea

박장근 (1968~) 

Jangkeun 
PARK

꿈꾸는 산맥3 
Dreaming Mountain Range3

산이 모여 산맥을 이루듯 어떤 것을 향한 인간의 의지가 모
여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내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강인
한 의지를 중심선으로 강조하고, 인체를 납작한 형태로 압
축하여 표현하였고, 여러 크기와 색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
을 표현하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성을 
변형된 형식의 인체 조각으로 표현하여 관객들과 쉽게 소
통하고자 한다. 

It is a work of human will toward something that makes 
up a huge history just as mountains come together to 
form a single mountain range. With a strong will as the 
centerline, the human body is compressed into a flat 
shape, and various groups of humans are expressed 
in various sizes and colors. I try to communicate easily 
with the audience by expressing the various emotions 
I feel while living in a deformed form of a human body 
sculpture. <꿈꾸는 산맥3>, 2021, 철, 

바인더 끈, 400 × 3000 × 600cm
Dreaming Mountain Range3,  
2021, Iron, binder strings,  
400 × 3000 × 6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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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박장근의 작품, <꿈꾸는 산맥3>
Dreaming Mountain Range3 by Jangkeun PARK of Korea

와동분교 운동장 옆 뜨락의 끝자락에는 색색의 커다란 조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대한 
산맥을 형상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형상을 닮아 있습니
다. 빨강, 파랑, 노랑의 색조는 사시사철 변하는 한국의 산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러한 큰 설치적 조각을 이해할 수 있는 조각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작품은 야외 공간에 커다란 벽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와동분교의 넓은 야외 
전시 공간을 포근히 감싸주는 예술 산맥이 되었습니다.

A large, colorful sculpture takes on the corner of the Wadong branch school play-
ground next to the garden. It looks like a vast mountain range and somehow looks 
like a person lying on the ground looking toward the sky. Red, blue, and yellow 
represent Korea's rivers and mountains changing distinctively according to the sea-
sons. Right next to this work is a sculpture that helps us understand such a massive 
installation. This work, where humans and nature form a great harmony, forms a 
mountain range of art, serving as an enormous wall and embracing the vast outdoor 
space in the branc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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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로트 II>, 2021, 
나무, 흙, 메밀씨앗, 
840 × 700cm
The PLOT II, 
2021, Wood, soil, 
buckwheat seed, 
840 × 700cm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리머릭 출생, 
현, 아일랜드 킬케니 거주 및 활동
Born in Limerick, Ireland
Lives in and works in Kilkenny, 
Ireland

디어드레 
오마호니 (1956~) 

Deirdre 
O'MAHONY

더 플로트 II 
The PLOT II

PLOT II은 ‘지속 실험’이라는 광범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VISUAL 
Carlow*를 위해 아일랜드에서 만든 조각 프로젝트를 반영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문제를 일으키고, 국경 너
머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VISUAL의 능
선 디자인은 '변화의 서'인 <역경>의 고대 중국의 점법을 기반으
로 한다.한국에서는 빨리 자라는 식용 작물인 메밀로 진행한다. 
*아일랜드 카로우의 예술단체 

The PLOT II reflects a sculptural project created in Ireland for 
VISUAL Carlow* as part of extensive scrutiny of continuous ex-
perimentation. The artist designed both sculptural plants to raise 
questions about food security and climate change and reflect 
agriculture's sustainability across borders. In Korea, it is made 
from buckwheat fields.The ridges’ design at VISUAL is based on 
the I Ching, the ‘Book of Changes’, an ancient Chinese divination 
system.
* Art organization of Carlow,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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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작가 다이드레 오마호니의 작품, <The PLOT II >
The PLOT II by Deirdre O’MAHONY of Ireland

와동분교 운동장 옆 뜨락 한 편에 메밀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이미 감자 재
배와 관련한 작물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 작가에게 있어, 작물은 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예술 소재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감자로, 홍천에서는 
메밀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미생물과 곤충들 그리고 자연을 이롭게 하는 생
태적인 과정예술의 위상을 지닌 채, 두 곳뿐 아니라 오늘날 문명화된 모든 나라에 사는 
현대인에게 생태, 자연, 환경의 주요성을 일깨우게 합니다.  

On one corner of the garden next to the playground is a buckwheat field. For the artist 
who already worked on a crop project of growing potatoes in Ireland, crops are an 
excellent subject to highlight food security and climate crisis issues. Furthermore, this 
buckwheat growing project, which goes in parallel with the potato project in Ireland, 
opens the eyes of the contemporaries living in civilized countries, let alone these two 
parts of the world, to the importance of the ecosystem, nature, and environment while 
positioning itself as an ecological process art benefiting microorganisms, insects, and 
the entir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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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풍기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Punggi, Korea
Lives in and works in Incheon, 
Korea

김순임 (1975~) 

Soonim 
KIM

바다 무지개 
Sea Rainbow

<Sea Rainbow / 바다 무지개> 는 무지개 빛 해양 플라스틱, 즉 풍경
이 된 플라스틱 이야기 이다. 2020년 작가는 일본 규슈의 아리아케해
와 후쿠오카 해변에서 모은 동아시아의 해변을 떠돌던 해양 플라스
틱을 수집하여, 이를 행운의 상징인 무지개빛으로 설치하였다. 사람
에 의해 태어나 사용되고 버려지고 바다가 품었다. 긴 여행 후 돌아
온 이들은 무엇이 되었는가. 긁히고, 부서지고, 마모되고, 바랜, 이전
과 닮았으면서도 다른 모습의 이들의 외양은 자연과 닮아져 간다. 작
가는 이 해양플라스틱을 해변에서 만나, 물로 깨끗이 씻고, 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색과 모습을 드러내 풍경이 되도록 하였다. 사람을 이
롭게 했던 이 아름다운 플라스틱들은 그저 버려진 후 여행을 하고, 
자연에 동화되었다. 우리가 이들을 편리함으로 쉽게 쓰고 버리고, 잊
은 덕에, 우리의 풍경은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는 이 변화된 풍경에 
이미 둘러싸여 있다.

Sea Rainbow is the story of iridescent marine plastics, that is, 
plastics that have become landscapes. In 2020, the artist collected 
marine plastics floating on East Asian beaches collected from 
the Ariake Sea and Fukuoka beaches in Kyushu, Japan, and in-
stalled them in rainbow colors, a symbol of good luck. Born, used, 
abandoned, and embraced by the sea. What happened to those 
who returned from a long journey? Scratched, chipped, worn, and 
faded, their appearance resembles nature, similar to the previous 
one, but different. The artist meets this marine plastic at the beach, 
washes it clean with water, and reveals its original color and 
appearance to become a landscape. This beautiful plastic, which 
is beneficial to people, is simply thrown away, travels, and assim-
ilates into nature. Convenient use, throw away, and forgetfulness 
changes our landscape like this, and we are already surrounded 
by this changing landscape.

<바다 무지개>, 2020, 일본 규슈 
해변의 해양 플라스틱, 무명실, 
바늘, 단채널 영상, 11 분 20 초, 
400 × 1500 × 500cm
Sea Rainbow, 2020, Sea plastic 
from beach of Kyushu Japan, 
cotton threads, needles, single 
channel video monitor, 11 min 
20 sec, 400 × 1500 × 5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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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순임의 작품, <바다 무지개>
Sea Rainbow by Soonim KIM of Korea 

와동분교 운동장 옆 야외 공간에 이른바 ‘반원기둥형 식물 파빌리온’으로 마련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요. 이곳에 작가는 식물이 아닌 해양 생물을 전시합니
다. 해양 생물이라고요? 그것은 바다의 생물이 아니라 작가가 해변에서 채취한 
해양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사실 육지 문명인인 인간이 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어
떤 면에서는 육지의 산물이라고 해야겠네요. ‘인간-육지-바다-육지-식물 파빌리
온’으로 이어진 쓰레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낳은 폐해를 여실
하게 들여다봅니다. 무지개빛으로 표현된 이 작품은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다고만 할 수 없겠네요. ‘버려진 것들의 부활’이 함유한 자기반성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통렬하게 선보이는 까닭입니다. 

In the outdoor space next to the playground of Wadong branch school is a 
vinyl greenhouse named a semi-cylinder-shaped pavilion. Here, the artist puts 
on display seafood, not plants. Seafood? In fact, they are not living organisms 
from the sea but marine debris that the artist collected from the beach. It would 
be fair to call them the product of the land as they were thrown away by hu-
man beings of a land civilization. In the journey of marine debris from human-
land-sea-land and plant pavilion, we look closely into the damage inflicted by 
human desire. This rainbow-colored work is beautiful. Yet, one cannot say it’s 
really beautiful as it poignantly reveals the critical self-reflection contained in 
the resurrection of discarded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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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Sri Lanka

스리랑카 콜롬보 출생, 
현, 스리랑카 콜롬보 거주 및 활동
Born in Colombo, Sri Lanka
Lives in and works in 
Colombo, Sri Lanka

<소리의 메아리: 공존하는>, 2021, 
비디오와 사운드 설치, 단채널 
비디오, 17 분 27 초, 표지판(4), 
의자(7), 야생화(구절초, 향유꽃 
등), 허브차, 400 × 1500 × 500cm
Echoes of Listening: Being With, 
2021,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single channel video monitor, 
17 min 27 sec, signpost(4), 
chair(7), wildflower(Siberian 
chrysanthemum, Elsholtzia 
splendens), herbal tea,  
400 × 1500 × 500cm

사라 미콜라이 (1989~) 

이수루 쿠마라싱에 (1987~) 

Sara MIKOLAI  & 
Isuru KUMARASINGHE

소리의 메아리: 공존하는 
Echoes of Listening: Being With

인간이 만든 생태학적 파열과 인간과 다른 유기체 사이의 구성적 분리에 비추어볼 때, 두 
예술가는 ‘듣는 것’의 행위로부터 새롭게 재회하고 재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작품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작품은 ‘경청’이라는 
행위와 그것을 행하는 신체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영향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가깝고 먼 바이오포니*의 계층화된 사운드가 청자에게 그들의 움직임, 호흡 및 존재 방
식에 대한 의미를 함께 탐구하길 이야기한다. 작가는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어떻게 인지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존재들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신화, 창조, 다른 일상적인 관행은 식물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감각과 지각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사물과의 마
음 챙김, 재연결을 이야기한다. 
*동물, 새, 곤충과 같은 생물의 소리

In the light of human-made ecological ruptures and constructed separateness be-
tween humans and other organisms, to both artists listening as a practice has yielded 
humble possibilities of re-encountering and reconnecting, as listening asks us to 
pause and be with the heard. The piece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listening and body 
and the affect of one on the other, while allowing the layered depths of close and 
distant biophony* inform their movements, breathing and modes of being. How can 
we experience and encounter other beings, if not with our preconceptions of how we 
perceive the things around us? And what do mythologies, creative and everyday prac-
tices tell us about plant beings?
To counter anthropocentric perspectives, the work invites sensing as perceiving, en-
couraging mindful reconnection with who and what surrounds us: through listening, 
moving, resonating and echoing somatic comprehension.
*The sound of creatures like animals, birds, insects.

스리랑카, 독일  
Sri Lanka, Germany 

독일 베를린 출생, 
현, 독일 베를린, 스리랑카 콜롬
보 거주 및 활동
Born in Berlin, Germany
Lives in and works in Berlin, 
Germany, Colombo,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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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가 사라 미콜라이와 스리랑카 작가 이수루 쿠마라싱에
의 작품, <경청의 메아리: 함께 하기>
Echoes of Listening: Being With by Sara MIKOLAI of 
Germany & Isuru KUMARASINGHE of Sri Lanka

‘반원기둥형 식물 파빌리온’인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연의 소리가 흘
러나옵니다. 야생화들이 심겨진 흙 둔덕 사이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서 새들과 곤충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중간마다 배치된 의자에 
앉아 있으니 자연 미물들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생화
들이 어우러진 꽃밭을 거닐면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자연의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작가들이 만든 텍스트도 살펴보고, 그들의 비디오 영
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합니다. 무심히 지나치려는 우리를 붙잡으
며 자연이 소곤대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참으로 정겹습니다. 

In the vinyl greenhouse, which is a semi-cylinder-shaped plant 
pavilion, you can hear the sound of nature. As you walk along the 
path through the dirt mounds planted with wildflowers, you can 
hear the sound of birds and insects. Sitting on a chair here and 
there, you can hear the sound of creatures even better. You can 
walk through the garden of wildflowers, listen to the sound of 
nature, read the texts prepared by artists, and watch their videos. 
Nature holds us back and whispers into our 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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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2021, 비디오와 사운드 
설치, 단채널 영상, 42 분 28 초, 
홍천 옥수수,  
400 × 1500 × 500cm
Recollecting, 2021,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single 
channel video monitor, 42 min 
28 sec, Hongcheon corn,  
400 × 1500 × 500cm

레바논 Lebanon 

레바논 베이루트 출생,
현, 레바논 하레트 사케르 거주  
및 활동
Born in Beirut, Lebanon
Lives in and works in in Haret 
Sakher, Lebanon

지아드 
모우카젤 (1981~) 

Ziad 
MOUKARZEL

회상 
Recollecting

<회상>은 봉쇄 이전의 잃어버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에 관련한 
작품이다. 레바논과 세계의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일종의 혁명이 있었
다. 지배 계급이 자국민에게 행한 끔찍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반대를 외
쳤다. 우리는 또한, 경제 붕괴라는 도시 중심부에서 발생하고있는 가장 
큰 비핵폭발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많은 환경적 요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게 했다. 사운드 아트 속 소리는, 붕괴, 혁명, 폐쇄, 
폭발 이전의 분위기와 기억, 그리고 그것과의 상실을 회상하게끔 한다. 
녹음된 소리, 신디사이저, 노이즈 효과등으로 구성되는 이 작품은,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것과 같은 무겁고 응집력 없는 순간을 이야기한다. 

The piece called recollecting is about trying to go back to the lost 
normalcy of life pre-lockdown. In Lebanon, as well as a few other 
parts of the world, there was a sort of revolution, a stand against 
the horrible deeds of the ruling class against its own people. We 
are also living through an economic collapse as well as one of the 
biggest non nuclear explosions in the heart of the city. So basically 
a lot has been lost. The sounds try to recollect the ambiences 
pre-collapse/revolution/lockdown/explosion and the impact of 
losing touch with the memory. The piece is made of found and 
recorded sound, synthesizers, effects and noise. It is heavy and 
incohesive, like what we are going through at the moment.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204 205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레바논 작가 지아드 모우카젤의 작품, <회상>
Recollecting by Ziad MOUKARZEL of Lebanon

와동분교 운동장 옆 야외 공간에 마련한 ‘반원기둥형 식물 파빌리온’인 비닐하
우스 안에 옥수수가 심겨져 있고, 주변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소음
처럼 들리는 그것은 정치 사회적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 맞닥뜨린 사건 
전후의 복잡다기한 상황 속에서 녹음된 실제 현장의 소리입니다. 또한 신디사이
저로 가공하여 만들어낸, 침울, 불안의 분위기를 가득 띠고 있는 혼성의 가짜 소
리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문명의 혼돈의 소리가 겹쳐진 
비닐하우스 안의 풍경입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연이 
늘 변함없었던 것처럼, 비닐하우스 속 옥수수는 변함없는 성장을 지속합니다.  

Inside the vinyl greenhouse, a semi-cylinder-shaped plant pavilion, corns are 
growing amid various sounds in the background. The sounds that one might 
think of as noise are, in fact, the recordings from complex situations before 
and after the events facing countries in the middle of political and social 
collapse. It's also a synthesized fake sound of depression and anxiety. This is 
the landscape inside the vinyl greenhouse where the pristine nature and the 
chaotic sound of civilization are mixed. As nature has never changed, even 
when the world is in chaos, the corns inside the greenhouse keep growing 
regardles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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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작업장>, 2021, 
폐콘크리트, 폐형광등과 술병, 
네 잎 클로버, 네 잎 클로버 즙, 
증강현실, 2 채널 영상, 2 분,  
400 × 1500 × 500cm
A's Workshop, 2021, Concrete 
debris, discarded light bulbs 
and liquor bottles, four-leaf 
clovers, four-leaf clover juice, 
AR, 2-channel video monitor,  
2 min, 400 × 1500 × 500c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신재은 (1984~) 

Jaeeun 
SHIN

A의 작업장 
A's Workshop

‘A는 네 잎 클로버 채집꾼으로, 심마니와 비슷한 일을 한다. A의 노하우를 슬쩍 공개 하자
면 재개발 정비 구역의 낙후된 건물 현장을 탐사하는 것이다. 폐 형광등과, 버려진 술병, 
콘크리트 파편들로 가득한 그곳이 자연의 빛과 물, 땅에서보다 네 잎 클로버가 피어나기 
안성맞춤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바닥을 향해 무너져버린 디스토피아적 풍경의 틈을 비
집고 푸른 네 잎 클로버가 위로 솟아 올라 있다. A를 행운아로 만들어 줄 치트키! 집에 돌
아온 A는 채집해 온 네 잎 클로버를 믹서기에 갈아 마셨다.’

‘A의 작업장’은 야생 환경보다 인간의 손길이 닿은 인공적 환경에서 네 잎 클로버가 빈번
히 발생된다는 속설을 모티브로 한 설치 작품으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행운아가 되기
를 꿈꾸는 인간만의 독특한 심리를 네 잎 클로버의 상징성과 기형성에 비유한 것이다. 

“A is a four-leaf clover picker, who does a similar job to Simmani (a man who special-
izes in picking wild ginseng). Here’s a thought: Maybe an example of A’s know-how 
could be found while he explores a demolished building in an area set for redevel-
opment. This place, one filled with discarded fluorescent lamps, spent liquor bottles, 
and concrete debris is an ideal environment for the four-leaf clover to bloom, more so 
than natural ground with plentiful light and water. A green four-leaf clover rises above 
the cracks of a dystopian landscape, one that has collapsed: A cheat code has been 
found, making A one lucky old thing! Returning home, A blended and drank the four-
leaf clovers he had collected.”
This work is based on the myth that the four-leaf clover occurs more frequently in an 
artificial environment under the influence of human hands, than in a wild environment. 
In this work, a four-leaf clover was used to metaphorize the unique psychology of a 
man who yearns for good luck as a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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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신재은의 작품, <A의 작업장>
A’s Workshop by Jaeeun SHIN of Korea

여기는 ‘반원기둥형 식물 파빌리온’인 비닐하우스입니다. 작가는 이곳에 문명의 각종 폐
기물을 잔뜩 넣어 쌓았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채 해체된 콘크리트 블록, 깨어진 형광등
과 유리병의 파편들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공간 사이에서 놀랍도록 네 잎 클로버가 실제
로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파편들의 표면 위에 있는 큐알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니 AR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네잎 클로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천혜의 
자연보다 인간과 가까운 자연에서 네 잎 클로버가 잘 자란다는 가설을 작품으로 옮겼습
니다. 네 잎 클로버란 세 잎 클로버의 기형적 산물이지만,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
리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만은 행운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You are inside the vinyl greenhouse, the semi-cylinder-shaped plant pavilion. The 
artist filled this space with all sorts of wastes of civilization: removed concrete blocks, 
broken fluorescent lights, and glass bottle shards. Yet, surprisingly, a four-leaf clover 
is actually growing in the seemingly dangerous space. If you scan a QR code on the 
surface of the broken concrete blocks with a smartphone, you can see a virtual four-
leaf clover implemented with AR technology. Likewise, the artist brought into her work 
the hypothesis that a four-leaf clover grows better in nature near humans rather than 
in pristine nature.  A four-leaf clover is a deformed version of a three-leaf clover. But 
as it is rare, it is considered to bring luck. If so, at least here, we can say luck is not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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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대전 거주 및 활동
Born in DaeJ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DaeJeon, 
Korea

정태규 (1971~) 

Taekyu 
JEONG

작물의 반영 
Reflection of Crops

늦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옆 마치 수많은 우주 기지처럼 보이는 환하게 불이 
밝혀진 비닐하우스 단지를 볼 수 있다. 그 안에서는 깻잎이 자라고 있다. 깻잎의 발육 특성
상 밤에는 불을 밝혀 부드러운 깻잎을 생산 한다고 한다. 또한 시골 길을 다니다 보면 어김
없이 비닐하우스를 마주하게 된다. 그 안에서 토마토, 딸기, 상추, 수박 등 우리의 “식"을 해
결해 주는 수많은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1년 연중 수확이 가능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닐하우스는 서리 방지 및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 계절을 뛰어 넘어 우리에게 
신선한 작물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폭설이나 장마, 우박 등 자연 재해로 훼손
이 되면 비닐을 교체 하거나, 경작 작물이 바뀌면 그 작물에 맞춰 골조인 파이프까지 교체
가된다. 그 골재는 한 차례 휨이 발생하여 재사용률이 낮아서 쓰임의 용도를 더 이상 할 수
가 없게 되는데, 시골의 한쪽엔 항상 폐 파이프들이 쌓여 있는 풍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파빌리온 외부 마감재로 평생을 아연도금의 회색빛으로 기능을 다한 파이프에 그 골조로 
키워 낸 작물들의 색상을 투영시키는 작업인 작가의 작품은, 비록 기능 중에는 자신은 회
색빛으로 그 품 안에서 알록달록, 푸르른 작물을 보호하고 키워 주었지만 재생된 작업에서
는 자신이 키워냈을 그 작물들의 다양한 색상을 투영시켜 새로운 소재로서의 부가 아닌 주
가 되어 새로운 탄생을 말한다.

Driving down the highway late at night, you can see a brightly lit vinyl greenhouse complex 
next to the road that looks like a lot of space stations. Inside, sesame(kkaes-ip) leaves are 
growing. Due to the nature of the development of sesame(kkaes-ip) leaves, it is said that 
soft sesame leaves are produced by lighting the fire at night. Also, if you go through a coun-
try road, you will always come across a vinyl green house. In it, many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that satisfy our “food” such as tomatoes, strawberries, lettuce, and watermelon 
are grown so that they can be harvested all year round. Greenhouses are frost-resistant 
and maintain a constant temperature, providing us with fresh crops throughout the season. 
However, if damage i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heavy snow, rainy season, or 
hail, the plastic will be replaced, or if the cultivated crop is changed, even the frame pipe 
will be replaced according to the crop. The aggregate is bent once, and the reuse rate is 
low, so it can no longer be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For this reason, it is common to 
see a landscape of pipes piled up on one side of the countryside. It is a work of projecting 
the colors of the crops grown with the frame on a pipe that has served as a gray galvanized 
color for the rest of its life as an exterior finishing material for the pavilion. Although he 
protected and nurtured the colorful and green crops in his arms with a gray color during 
the function, in the reproduced work, he projects the various colors of the crops that he has 
grown, thereby becoming a master rather than wealth as a new material.

<작물의 반영>, 2021, 
비닐하우스 폐 파이프. 에나멜 
페인트, 종합 패널 건축물, 
5000 × 6000 × 1500cm 
Reflection of Crops, 2021, 
Steel pipe, acrylic paint, 
comprehensive panel 
construction,  
5000 × 6000 × 15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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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정태규의 작품, <작물의 반영>
Reflection of Crops by Taekyu JEONG of Korea

와동분교 운동장에 ‘건축형 카페 파빌리온’이 설치되었습니다. 건축물과 내부 인테리어 
공간까지 디자인한 작가는 이 건축물 안에 한국형 패스트푸드라 할 만한 국수를 판매하
고, 한국형 슬로우프드라 할 만한 꿀, 식혜 등의 매장을 갖추고, 커피숍과 아트숍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지역의 기관과 지역민이 협업하는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됩니다. 
특히 작가는 건축물 외관에 비닐하우스용 골조로 사용되고 버려진 파이프를 모아서 예
술 작품으로 재생한 작업을 선보입니다. 표현주의적 추상 회화의 옷을 입혀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외관을 리드미컬하게 변화시키고 재생했습니다. 이 파빌리온은 연못에 이
은 또 다른 휴식 공간이자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그리고 건축물이자 미술 작품으로 와
동분교 운동장에 상징처럼 자리할 예정입니다.   

In the playground of Wadong branch school is an architectural café pavilion. The artist 
who designed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structure sells noodles, the Korean 
version of fast food, and set up a shop that sells honey and Korean rice beverage, the 
symbol of slow food, as well as a coffee shop and art shop. Inside the pavilion, various 
content will be presented based on collaboration between local organizations, agencies, 
and local citizens. What is noteworthy is the artist’s work made of discarded pipes. He 
gathered pipes used as a frame of a vinyl greenhouse, recycled them as materials for his 
work, and put them on the exterior of the structure. This abstract painting added rhythms 
and new vitality to the exterior of the structure that could have been dull. This pavilion 
will serve as another resting place like the pond and the space for communication as 
well as a structure and artwork, just like a symbol in th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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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하는 자>, 2012,  
미러 스테인리스 스틸,  
204 × 69 × 175cm
The Illusor, 2012,  
Mirror stainless steel,  
204 × 69 × 175cm

중국 China

중국 후지안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in Fujian, China
Lives in and works in Beijing, 
China

첸웬링 (1969~) 

CHEN 
Wenling

조롱하는 자 
The Illusor

첸 웬링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끌어오고 있다. <The 
Illusor>는 미러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를 사용하여 명상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드라마틱
하게 표현하고 있다. 재료만 달라졌을 뿐, 작가가 이전에 표현해 왔던 벌거벗은 소년의 천진
난만한 모습은 첸 웬링의 유년기의 추억에서 유래한다. 시골 마을의 몰락한 지주 계급 출신
인 작가는 어렸을 적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새집을 찾거나 친구들과 물싸움을 하며 자
연에서 뛰놀던 정겨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유년시절의 말더듬 증세는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그러한 경멸과 놀림은 급기야 마음속에 분노를 쌓는 기제가 되었다. 분노
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래에 그림(graffiti)을 그리거나 흙으로 인형을 빚는 일
이었다. 그는 행복감에 젖어 그 일을 했고, 예술은 점차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분노와 함께 저하된 자존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인 첸의 예술은 그렇게 서서
히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 미술평론가 윤진섭의 ‘웃음의 사회학적 상상력’ 중에서 발췌

CHEN Wenling draws motifs from his works from the long history and cultural tradi-
tions of China. The Illusor is a dramatic expression of a boy meditating using Mirror 
Stainless Steel material. Only the material has changed, but the innocent appearance 
of the naked boy that the artist has previously expressed comes from CHEN Wen-
ling's childhood memories. The artist, who came from a fallen landlord class in a rural 
village, has fond memories of playing in nature as a child, catching fish in streams, 
looking for a new house, or having water fights with friends. However, the stuttering 
symptoms of his childhood became the taunts of his friends, and such contempt and 
teasing eventually fueled anger in his heart. The only way out of anger was to draw 
graffiti in the sand or make dolls out of clay. He did it with euphoria, and art gradually 
opened the door to a closed heart. Chen's art, the product of his efforts to break free 
from his anger and lowered self-esteem, gradually approached him. 
- Excerpt from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f Laughter’ by Jinsup YOON, Art Cr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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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가 첸웬링의 작품, <조롱하는 자>
The Illusor by CHEN Wenling of China

와동분교 운동장에 설치된 ‘건축형 카페 파빌리온’ 앞에 커다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못 안에는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상
하고 있는 소년의 형상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이 작품은 연
못의 찰랑이는 물 위에 자리한 까닭에 수면의 풍경을 고스란히 작품 표
면에 반영합니다. 작품의 이미지 또한 물 위에 자리하면서 작품과 환경
이 대화를 나눕니다. 작품명 일루저는 라틴어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이 작품에는 작가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말더듬 증세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곤 했는데 그 
때마다 그는 명상하듯이 그림 그리는 일과 흙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일
로 친구들의 조롱과 놀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상
하는 소년’은 ‘조롱하는 자’를 자기 방식으로 대면하고 대화하는 주체
가 됩니다. 마치 환경과 대화를 나누는 반영체의 작품처럼 말입니다.

A large artificial pond was created in front of the architectural cafe 
pavilion at the Wadong branch school playground. Inside the pond, 
the work of the artist, a meditating boy, is installed. This stainless 
steel product literally reflects what happens to the water surface 
as it is located on the rippling pond. As the image of the work is also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work converses with its 
environment. The title Illusor means a mocker in Latin. This work 
captures the artist’s own childhood experience. He was mocked by 
his friends when he was little for his stuttering. Whenever that hap-
pened, he drew something or made something with clay as if he was 
meditating, and that is how he overcame the ridicule and mockery 
of his friends. So the meditating boy becomes the subject who con-
fronts and communicates with his mocker in his own way, just like 
the work that talks with and reflects it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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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광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wangju, 
Korea

노동식 (1973~) 

Dongsik 
ROE

민들레 - 바람을 타고......, 
Dandelion - Riding the Wind......,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일상에 치어서 자연
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상에서 작가는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바람, 자연(민
들레)을 조형화하여 작품을 설치한다. 일상에서 벗어나 어렸을 적 민
들레를 불어 홀씨들을 날리는 또는 홀씨를 타고 날아가 보는 상상을 
해본다. 작가는 우리가 <민들레 – 바람을 타고......,>작품을 통해, 작품
을 접하는 관람객들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보는 기회를 선사한다. 

In our busy daily lives, we often do not recognize nature or live 
without realizing the value because of our daily routine. In this 
daily life, the artist installs works by modelling people, wind, and 
nature (dandelions etc.) commonly seen around and easily under-
stood by anyone. So get away from our daily routine and imagine 
blowing dandelion on a dandelion or flying on a spore when we 
are young. Through our <Dandelion - Riding the Wind...,>, the artist 
offers viewers an opportunity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world 
of children's hearts.

민들레 - 바람을 타고......, 
2021, 스테인리스 스틸, F.R.P, 
알루미늄, LED 조명,  
420 × 320 × 122cm
Dandelion - Riding the 
Wind......, 2021, Stainless 
steel, F.R.P, aluminium, LED 
light, 420 × 320 × 1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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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노동식의 작품, <민들레 - 바람을 타고......,>
Dandelion – Riding the Wind...... by Dongsik ROE of Korea

와동분교의 교문 쪽에 자리한 수풀 속에 하얀 민들레 홀씨가 금방 날아
갈 태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홀씨를 붙잡고 있지만 소년 또한 
부는 바람에 몸을 싣고 민들레 홀씨와 함께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하
얀 민들레와 소년은 숲 속에서 관람객에게 손짓합니다. 함께 하늘 여행
을 하자고 말입니다. 조명 장치가 된 이 작품은 밤에는 환하게 불을 밝
혀 이러한 하늘 여행에 대한 관객의 기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In the bushes on one side of the Wadong branch school gate, white 
dandelion spores are ready to fly away. A boy is holding the spore, 
but he also is about to be carried away by the wind with the dande-
lion spore. The white dandelion and the boy gesture to the audience 
to fly to the sky together. The work with lighting is lit up at night, fur-
ther stimulating the audience's anticipation for this trip to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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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갗 아래의 해변_와동>, 
2021, 시멘트 벽 위에 수성 
페인트, 330 × 740cm
The Beach under the Skin_
Wadong, 2021, Paint on wall, 
330 × 740cm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김도희 (1979~) 

Dohee 
KIM

살갗 아래의 해변_와동 
The Beach under the Skin_Wadong

작가는 본래 자신이 가진 감수성의 원형을 찾고자 자신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한국 최
초의 근대적 조선소 마을, '영도 깡깡이 마을'의 노동을 예술적으로 작품을 통해 재해석
한다. 영도의 선박 수리소에서는 배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기 전 따개비와 기타 오물을 그
라인더로 벗겨낸다. 어린 시절의 작가가 엄청난 먼지와 굉음과 함께 목격한 낡은 배의 얼
룩덜룩한 속살은, 그의 몸속의 기억과 리듬으로 스며들어 정서의 원형이 되었다. 이에 작
가는 직접 미술관과 전시장의 오래된 벽을 그라인더로 벽을 갈아내는 '깡깡이'로 그 아
래 겹겹이 누적된 속살을 드러낸다. 그리고 벽 먼지를 해변처럼 쓸어 모아 ‘살갗 아래의 
해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자신의 미학적 뿌리를 긍정했다. 이번 강원트리엔날레2021
에서는 와동초등학교의 오래된 페인트 벽을 갈아내면서 이곳을 뛰어놀던 아이들의 맥박 
속에 스며 있을 기억에 즐겁게 접촉한다.

It is an artistic reinterpretation of labour at the "Yeongdo Kangkangee Village" in Busan, 
Korea's first modern shipyard village. The artist was born and spent her childhood to 
find her unique sensibility. The ship repair shops in Yeongdo use grinders to remove 
barnacles and other obstructions before painting the ship. This is called 'Kangkangee'. 
The stained surface of the old ship, together with the large amounts of dust and noise 
that the artist when she was very young experienced permeated into the memories 
and rhythms of her body and became a big part of his sensibility. The artist directly 
grounded and revealed the layers and depth of surface that have been accumulated 
underneath the old walls of the art museum and the gallery with the " Kangkangee." 
Then she swept the wall dust like the beach and titled the artwork "The Beach Under 
the Skin," affirming her unique aesthetic roots. For the 2021 Gangwon Triennale, the 
artist provides the experience of touching the old painted wall in the old Wadong 
Elementary School hallways to reveal the emotions and memories permeated in the 
heartbeat of the children who used to run around these hal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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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도희의 작품, <살갗 아래의 해변_와동>
The Beach under the Skin_Wadong by Dohee KIM of Korea

와동분교 교사에 들어서니 현관 벽면에 추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린 것이 아니라 그라인더로 페인트칠 된 벽면을 갈아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색으로 덧칠되었던 페인트 물감 층을 천천히 갈아서 벗겨내다 보니 어떤 곳은 표피층만, 
어떤 곳은 이중, 삼중의 페인트 층을, 어떤 곳은 물감 층이 완전히 맨 벽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감 층들을 드러냅니다. 와동분교의 속살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미세하
게 갈린 페인트 가루를 쓸어 모아 마치 모래 해변처럼 한쪽 바닥에 놓았습니다. 작품명의 
의미를 이제야 알 듯합니다.   

Getting inside the Wadong branch school building, you can see an abstract painting on 
the wall next to the front door. If you come closer, you will notice that it’s not a painting, 
but a painted wall ground with a grinder. The wall was painted several times in different 
colors over the years. Subject to slow grinding, different parts of the wall reveal different 
layers of paint; surface layer, two or three different layers of paint, and a completely bare 
wall. Fine ground paint was gathered and placed on one corner, like a sand beach. Then, 
you realize the meaning of th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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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조영하 (1965~) 

Youngha 
JO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We support your dreams

작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 전 지구적 팬데믹
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 또한, 작가는 카메라 렌즈를 통
해 그들을 위로한다. 이번 트리엔날레에 참여하는 스텝들의 모습이 담
겨진 이 작품은, 작품을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
해 제작되었다. 전시를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 특히, 사진에서 스텝들이 입고있는 빨간색 
운동복은 우리, 그리고 서민들의 고난했던 삶의 시간을 대변하는 요소
로서 작용한다. 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 저 빨간색 운동복으로 역
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처럼, 지금의 이 시간도 새롭게 이겨낼 수 있
길 작가는 희망한다. 

The artist sees a new world through the camera lens. In addition 
to people's hearts ravaged by the global pandemic, the artist 
comforts them through the camera lens. This work, which con-
tains the appearance of the staff participating in this Triennale, 
was created to communicate with the visitors who come to see 
the work. As we prepare for the exhibition, we send a little com-
fort and support to those having a hard time. In particular, the 
red sportswear worn by the staff in the photo acts as an element 
representing the difficult lifetimes of us and ordinary people. Like 
the people who overcame adversity with that red sportswear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of the 70s and 80s, the artist hopes that 
they will overcome this time anew.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1, 사진, 198 × 250cm
We support your dreams, 
2021, Digital printing, 
198 × 2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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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조영하의 작품,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We support your dreams by Youngha JO of Korea

와동분교 교사 현관문을 열자 맞은편에 보이는 벽면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일명 추리닝이라 불리는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을 작가가 촬영한 단체 사진입니다. 재건과 재활을 의미하는 
추리닝을 입고 있는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큐레토리얼팀
과 홍천군 관계자들입니다. 예술감독, 수석큐레이터, 큐레이터, 커뮤
니티아트 프로젝트 매니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코디네이터와 홍
천군 팀장, 학예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사진 앞에 놓인 의자
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을 ‘잠재적 관객’을 응원하는 포즈를 취했습니
다. 어떤 이는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고, 어떤 이는 손가락 하트를 표
시합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As soon as you open the front door of Wadong branch school, you 
can see the people standing against a wall. It turns out that it is a 
group photo of people in red sweatsuits taken by the artist. They are 
members of the curatorial team of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and staff members of Hongcheon-gun in the sweatsuit symbol-
izing rebuilding and rehabilitation; artistic director, chief curator, cu-
rator, community art project manager, assistant curator, coordinator, 
the team leader, and curator of Hongcheon-gun. They sat on chairs 
in front of the camera and posed for a potential audience. Some 
show thumbs up, and some make a heart sign with their fingers. “We 
are rooting for your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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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한 수학여행>, 
2011,칠판에 오일파스텔,  
420 × 120cm
The School Excursion that 
I Missed, 2011, Oil pastel 
on the blackboard,  
420 × 120c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춘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Chuncheon, Korea

김명희 (1949~) 

Myonghi 
KIM

결석한 수학여행 
The School Excursion that I Missed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 중 하나인 내평리에 있던 학교가 
산 위로 이전하여 몇 년은 지속되었으나 결국 폐교되고 말았다. 이런 
역사를 지닌 학교를 1990년부터 작업장 또는 삶의 현장으로 쓰기 사
작하였다.  여기 저기 이곳에 있었을 아이들의 흔적들이 나에게 말
을 걸어왔다.  나의 이름을 불러 달라고....  너무나 추운 강원도 겨울 
준비를 못해 깨어진 창문을 막았던 칠판 조각을 봄이 되어 떼어내 두 
소년을 그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이미지의 힘을 발견했다.  소년들
이 살아 나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풍요한 부재” 였다.

The school in Naepyeong-ri, one of the submerged areas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oyanggang Dam, moved up the mountain 
and lasted for several years, but it was eventually closed. Since 
1990, the school with this history has started to be used as a work-
place or a field of life. The Traces of children who must have been 
here and there spoken to me. Please call my name... In the spring 
of winter, I took off the piece of a blackboard that had blocked the 
broken window because I couldn't prepare for winter in Gang-
won-do, which was too cold, and I started drawing two boys. 
Discover the amazing power of images. The boys seemed to come 
alive. But it was “abundant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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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명희의 작품, <결석한 수학여행>
The School Excursion that I Missed by Myounghi KIM of Korea

하얀 교실에 들어섭니다. 교실 맨 앞 칠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와동분교를 다녔
을 것만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그림은 와동분교에 있던 칠판에 그린 
그림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그린 ‘칠판 그림’을 옮겨 온 것입니다. 작가가 한국의 춘천 내
평리에 있던 한 학교가 폐교되자, 그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리기 시작한 여러 그림 중 
하나입니다. 작가가 아이들이 떠난 폐교에서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마
치 수학여행 단체 사진에서 ‘결석했던 누군가’를 손꼽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와동분교 
역시 폐교가 되었으니 이곳에 이 칠판 그림을 두어도 좋겠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그
림은 이곳과 딱 ‘안성맞춤’입니다.

As you enter the white classroom, you see the drawings on the blackboard. You might 
think that the children who attended Wadong branch school must have drawn them. In 
fact, the blackboard drawing made somewhere else was brought to Wadong branch 
school. This is one of many drawings the artist made at a school in Naepyeong-ri, Chun-
cheon, after it had been closed. The artist drew this in the empty classroom of the closed 
school, missing the children as if looking for someone in the group photo of a school 
excursion who missed the trip. Wadong branch school is also closed. That is why the 
blackboard drawing can be placed here. Or you can say that this drawing is a perfect fit 
for thi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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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김한규 (1978~) 

Hankyoo 
KIM

하얀 교실 (방과 후) 
White School (After School) 

우리에게 교실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
회의 모습’을 나타낸다. 풍경, 색, 책상 배치로 구성된 요소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해 우리
는 깨닫고 느낄 수 있다. 점점 꿈을 잊어가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
고 있는 우리들의 유년시절에 대한 회상을 이끌어내, 개개인의 진정
한 내면의 모습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던 간절했던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미시적인 의도를 담았다. 그렇기에 교실이
라는 공간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정의를 내려본다.

For us, the classroom represents "our image" and "the reflection 
of society" in which we live. We can realize and feel how, how 
long, and how I have lived through elements consisting of land-
scapes, color, and desk arrangement. It draws memories of our 
childhood, which is gradually forgetting our dreams and living 
passive lives, and contains each person's true inner appearance, 
passion, and microscopic intention to reflect on those desperate 
times when they were running toward their dreams. Therefore, I 
define the classroom as a 'mirror' that reflects my image.

<하얀교실 (방과 후) > 
2021,오브제, 페인팅, 
가변크기
White School (After 
School), 2021, Objet, 
painting,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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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한규의 작품, <하얀 교실 (방과 후)>
White School (After School) by Hankyoo KIM of Korea

여긴 하얀 교실입니다. 와동분교의 한 교실을 통째로 하얗게 만들었네요. 책상
도, 의자도, 벽도, 바닥도 모두 하얗습니다. 하루의 수업이 모두 끝나고 막 청소
를 시작하려는 듯 뒤편 책상들 위에는 의자가 줄줄이 올라가 있습니다. 곧이어 
청소를 맡은 학생들이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친숙했던 이러한 ‘방과 후 장면’을 멋지게 연출했네요.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우리 사회를 판박이처럼 빼어 닮은 교실 안에서 공부했었던 실제 학생
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You are in a white classroom. The entire classroom in Wadong branch 
school was made white. The desks, chairs, walls, floor, all white. As if the 
floor will be swept soon after the school, all the chairs are put on top of the 
desks. It is like the students whose turn has come to clean up the classroom 
would show up with brooms and mops anytime. The artist did a great job 
in creating such a familiar after-school scene. I am curious all of a sudden. 
What are the students who studied in the classroom that is just like this soci-
ety do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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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접착제 (스톤 밸런싱), 2018, 
비디오 설치, 2 채널 영상, 17 분 
53 초, 가변크기
Gravity Glue (Stone Balancing), 
2018, Video installation, 
2-channel video, 17 min 53 sec, 
Dimensions variable

캐나다 Canada

캐나다 애드먼튼 출생, 
현, 미국 콜로라도 거주 및 활동
Born in Edmonton, Canada
Lives in and works in Colorado, 
USA

마이클 그랩 (1984~) 

Michael 
GRAB

중력 접착제 (스톤 밸런싱) 
Gravity Glue (Stone Balancing)

작가는 균형 잡힌 돌을 사용하여 설치물을 만들어낸다. 이 작업에서 
작가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공간 내에서 임시적인 조각을 만들어내
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연과의 일시적 협력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스
톤 밸런스 아트'를 진행하며, 매번 새로운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창조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작품에 활
력으로 녹아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작품에 쓰인 암석
이라는 매개체는 명상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도구로 보
인다. 작가의 설치물은 그 자체로 자연을 연상하게 하고, 변화하고, 
무너지고, 흐리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감각을 일깨우게 한다. 

The artist creates installations using balanced stones. This work 
essentially talks about the temporary collaboration with nature 
through a performance that creates temporary sculptures within 
a given space. So, the artist conducts 'Stone Balance Art' and 
creates impossible things through communication with new nature 
every time. This in itself melts into the work with vitality and deliv-
ers a powerful message. In particular, the medium of rocks used 
in work is seen as a powerful tool to inspire meditation and awe. 
Since the artist's installations are reminiscent of nature, change, 
crumble, and blur, the work that contains all these processes 
awakens the viewer to a new sen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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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작가 마이클 그랩의 작품, <중력 접착제 (스톤 밸런싱)>
Gravity Glue (Stone Balancing) by Michael GRAB of Canada

실내 전시장 안에 좌우로 기다란 영상이 투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이 흐르
는 계곡에서 또는 벌판에서 골똘하게 어떤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돌을 하나
하나 균형을 맞추면서 쌓아올리는 ‘스톤 밸런싱’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입니다. 접착제도 없이, 삐뚤삐뚤하게 쌓아 놓았는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었을까요? 돌의 모양과 쌓아올리는 위치 그리고 중력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
면서 하나씩 돌을 쌓아올려야만 가능한 고난이도의 기술이 놀랍습니다. 작품 제
목처럼 마치 중력이 만든 접착제라고 할 만합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물을 대
하는 작가의 이러한 태도를 ‘자연 속 명상 수행’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On the indoor space, a horizontal video is projected. One person is concen-
trating on an act in a stream or field. That person is the artist doing stone 
balancing, stacking a stone on top of one another, and taking care of the bal-
ance. He does not use any glue, and they are not neatly stacked. Then, how 
is the balance stricken?  The artist demonstrates his highly advanced tech-
nique of stacking stones, considering their shape, figuring out their location 
in the stack, and identifying the effects of gravity. The feat is truly worthy of 
its name, gravity glue as the title goes. We might aptly call such an attitude 
of the artist toward natural objects based on his understanding of nature 
meditation practice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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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동해 출생, 
현, 한국 동해 거주 및 활동
Born in Donghae, Korea
Lives in and works in Donghae, 
Korea

홍나겸 (1971~) 

Nakyum 
HONG

솔라스텔지아 
Solastalgia

‘솔라스탤지아’라는  신조어는  2005년 철학자  글렌  알브레히트  (Glenn 
Albrecht)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라틴어 인 sōlācium (위안)과 그리스어 root-
algia (고통)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변 환경이 가뭄, 화재, 홍
수와 같은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익숙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느끼는 우
울감 및 괴로움을 말합니다. 코로나 19 펜데믹이 찾아온 이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가까이 마주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은 검게 타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동해안은 단 3일을 제외한 여름 내내 
비가 내리는 이상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녹음해 온 들판의 들
꽃과 숲의 나무들은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강도높은 솔라스텔지아를 
경험했으며 이번 작품 ‘솔라스탤지아’를 통해 그들을 위한 송가((頌歌) 이자 찬 
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황량함과 고통을 공유하고 연대하며 저의 작품이 힘든 
우리 모두에게 위안 (Solace) 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The neologism 'solastalgia' was coined by the philosopher Glenn Albrecht 
in 2005 and i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the Latin sōlācium (comfort) 
and the Greek root-algia (pain). The word refers to the depression and dis-
tress experienced by people who have lost what they are used to becaus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droughts, fires and floods.
Since the COVID-19 pandemic came, we haven't been able even to get 
close to our precious 'people'. 'Gangwon-do's nature' began to burn 
black. And in the summer of 2020, a strange summer came when it rained 
all summer except for three days on the east coast. The wildflowers in the 
fields and the trees in the forest that I have photographed and recorded 
are no longer there.
I have experienced high solar stellia, and I send an ode to them and a hymn for 
them through this work 'Solastalgia.' And sharing and solidarizing this desolate 
and pain, my work is a comfort to all of us who are having a hard time.

<솔라스텔지아>, 2021, 
비디오 설치, 2 채널 영상, 
33 분14 초, 가변크기
Solastalgia, 2021, Video 
Video installation, 
2-channel video, 33 
min 14 sec,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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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홍나겸의 작품, <솔라스텔지아>
Solastalgia by Nakyum HONG of Korea

전시장 어둠 속에 느린 영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작가가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해서 거꾸로 돌린 까닭입니다. 
코로나와 대형 산불 그리고 여름 내내 비가 오던 이상 기후를 가까이서 피부로 체
험했던 작가는 오늘날 위기에 닥친 포스트 펜데믹 시대를 상징하듯이, 마스크를 
끼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붉은색의 필터로 겹쳐진 영상을 선보입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보는 듯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통제와 은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는 오늘날 재난과 그에 따른 극도의 위기의 상황들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포스트 펜데믹 시대를 사는 관객들에게 위로와 함께 재난 대처에 
관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In the darkness of the exhibition space, a slow video approaches us. In the 
video, people are strolling but moving backward. That’s because the artist 
edited the video and played it backward. The artist, who personally expe-
rienced the pandemic, wildfires, and the never-ending monsoon season 
throughout the summer, presents a video of people keeping their face masks 
on while taking a walk superimposed with a red filter as the symbol of the 
post-pandemic era in crisis. The images resembling the images from a ther-
mal imaging camera remind us of control, concealment, and imminent crisis. 
Through this video of the disaster and the subsequent extreme crisis, the 
artist sends comfort as well as the message of solidarity in responding to the 
disaster to the audience living in the post-pandemic days.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246 247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화성으로의 비행, 8>, 2010, 
비디오 설치, 단채널 영상, 40 
초, 가변크기
Fly To Mars ,8, 2010, Video 
installation, single channel 
video, 40 sec, Dimensions 
variable

대구미술관 소장
Courtesy of Daegu Art 
Museum

미국 USA

미국 덴버 출생, 
현 , 미국 로스엔젤레스 거주 및 
활동
Born in Denver, USA
Lives in and works in Los 
Angeles, USA

제니퍼 
스타인캠프 (1958~) 

Jennifer 
STEINKAMP

화성으로의 비행, 8  
Fly To Mars, 8

작가는 벽면을 가득 채우는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시작으로, 붉
어지는 모습, 앙상한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3D 애니메이션 분야의 개척자인 제니
퍼 스타인캠프는 흔들리는 나뭇잎,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환경의 드러나지 않
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하는 그녀의 작업은, 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지만, 그 안
에서 관람객이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독특한 렌더링 기법을 통하여 시간적 맥락을 
잊게 만든다. 자연을 온전히 디지털로 구현하는 실험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유니
크한 자연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 질문
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질적인 경험과 유기적 생명체에 대한 인공적 생동감을 인상
적으로 전달한다. 

The artist sequentially shows the lush branches that fill the wall, swaying in the wind, 
then turning red and bare. A pioneer in the field of 3D animation, Jennifer STEINKAMP 
reveals a deep insight into the hidden and vital complexity of nature through swaying 
leaves, branches and changing shapes.
Her work, which is constantly changing and lasting, clearly shows the change of 
seasons but makes viewers forget the temporal context through a unique rendering 
technique so that they can imagine a new one. She asks questions about optimistic 
expressions of nature and the future by showing familiar, new, and unique natural 
changes through experiments in which nature is fully digitally realized and invites 
viewers to experience heterogeneous experienc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bout 
organic life. It conveys a sense of vitality impr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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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가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작품, <화성으로의 비행, 8>
Fly to Mars, 8  by Jennifer STEINKAMP of USA

실내 전시장 벽면에 가득하게 자리한 자연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니
메이션 효과를 드러내는 시뮬라크르로서의 나무일 따름이지만, 관람자들은 이 
가짜 나무가 선보이는 변화를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무성한 나뭇가지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을 보면서 조바심을 내고, 꽃을 피우며 붉게 물들이는 화면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품고, 나뭇잎을 하나둘 잃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움
과 연민을 투사합니다. 가상의 영상에 감정이입하게 만든 작가의 탁월한 조형 능
력이 그저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The nature that covers the walls of the gallery is in the middle of change. 
Of course, that is a mere tree revealing the effects of animation as sim-
ulacre, but the audience is captivated by the changes that this fake tree 
displays. The audience gets agitated as they watch the thick branches and 
leaves swaying in the wind, somehow becomes hopeful as they watch the 
screen full of red flowers, and feels heartbreaking and compassionate at 
the scene where the tree loses its leaves one by one. The artist’s formative 
ability to make the audience fully empathize with the image of a virtual tree 
is adm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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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평창 출생, 
현, 한국 강릉, 평창 거주 및 활동
Born in Pyeongchang,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angneung, Pyeongchang, 
Korea

양순영 (1966~) 

Soonyoung 
YANG

생명 빛나는 흔적 
Traces of Life Shining

종이꽃은 생명이 사라지는 물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구리선은 빛남으로 정신적인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물질이 수명을 다하고 사라짐에 있어서 나무를 통해 얻은 종이의 
수명과 철(흙)을 통해 얻은 구리의 수명이 다르다는 것을 물질적인 변화(퇴화됨) 와 정신적
인 변화(퇴화됨)로 표현한다. 

물질적인 변화는 정신적인 변화에 의해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정신적인 변화는 물질적인 
변화에 비해 더 오래 기억속에 남는다. 생명을 다하였을 때 몸이 사라지는 시점과 그에 대
한 기억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 것과 같이 다른 물질에서 생명과 기억의 의미를 찾고자 
한 작업이다. 기억이라는 정신적 산물은 한 대상의 삶을 감싸 안으며 아름다운 형태로 간
직되길 원하고 있다. 모든 생명이 변화되고 사라지면 그 생명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 마음
속에 간직 되듯이, 반짝이는 것을 통해 둥글게 감싸는 둥근 기둥, 원통의 형태에 꽃을 피우
고 아름다운 기억의 지속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이다.

Paper flowers have material meaning that life disappears. The copper line is implied by 
the emotional meaning of shine. All substances are lifetime and disappear. The lifetime 
of the paper obtained through the trees and the life of copper obtained through iron 
(soil) is different.
In the work, the paper is material modification, and iron is a mental modification. Ma-
terial change is quickly disappeared and mental changes remain in memory. When all 
the life is done, the time when the body disappears and the memory of the longtime 
is remains. Therefore, it is a works to find the meaning of life and memory in different 
materials. If all life changes and disappears, the meaning of the life remains in mind. 
Flowers in the form of a cylindrical through the glitter are to indicate the continuation 
of a beautiful memory.

<생명 빛나는 흔적>, 2021, 
종이, 구리선, 천, 와이어, 전구, 
가변크기
Traces of Life Shining, 2021, 
Paper, copper line, fabric, 
wire line, electric light bulb,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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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양순영의 작품, <생명 빛나는 흔적>
Traces of Life Shining by Soonyoung YANG of Korea

와동분교 교실의 복도에 줄줄이 꽃이 피었습니다. 구리선을 꼬아 만든 원기둥의 형상에 꽃을 피운 
종이꽃들입니다. 그 안에 품은 커다란 전구는 어두운 복도의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면서 관객의 길
을 안내합니다. 작가는 나무와 펄프로부터 온 종이꽃과 흙과 철로부터 온 구리선의 물질적 수명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언젠가는 빛이 바래고 수명을 다하게 될 ‘물질의 노화 시간’이라는 것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한 ‘관객의 기억 시간’에 비할 바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질의 생명은 우
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빛나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Flowers are in full bloom in the hallway of the Wadong branch school building. These are pa-
per flowers on the cylinder-shaped, twisted copper wires. A large light bulb inside the cylinder 
illuminates the dark hallway quietly and guides the audience along the way. The artist turns 
his attention to the life span of paper flowers made of wood and pulp and copper wires of soil 
and iron as materials. The aging time of a material, which will fade and reach its end of life 
someday, cannot be compared to the memory of the audience keeping its beauty for a long 
time. The life of all materials remains in our memory as traces to shine eter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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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숲에서>, 2019, 
비디오 설치, 단채널 영상,  
44 분 49 초, 가변크기
Trong rừng chuối (In the 
Banana Forest), 2019, Video 
installation, single 
channel video, 44 min 49 
sec, Dimensions variable

스위스 Switzerland

베트남 하이퐁 출생,
현, 스위스 취리히 거주 및 활동
Born in Hai Phong, Vietnam
Lives in and works in Zurich, 
Switzerland

퀸 동 (1982~) 

QUYNH 
Dong

바나나 숲에서 
Trong rừng chuối (In the Banana Forest)

작가는 ‘응우옌 지아 트리’의 옻칠 그림과 ‘응우옌 투언’의 소설 『옛 시간의 메아
리와 그림자』의 바나나 나무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통적 패턴과 현대적 
패턴을 대조하여 영상 안에서 옻칠의 미학을 선보이고 있다. 7명의 안무가가 바
나나 나무 사이에서 부토(Butoh)* 형식의 공연을 펼친다. 그들은 정원의 말린 바
나나 잎이나 방황하는 영혼처럼 자연의 한 부분으로 섞여든다. 이 안에서 우리
는 바나나 숲의 소리보다 조용한 음파탐지기의 분절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일본의 현대 무용 

QUYNH Dong takes inspiration from lacquer painting by Nguyễn Gia Trís 
and the story in the banana trees in Nguyễn Tuâns novel “Echo and Shadow 
Upon a Time” (Vang bóng một thời). “She evocates such lacquer aesthetic in 
moving images by contrasting traditional and modern patterns. 
Seven dancers are performing between the banana trees in a Butoh* man-
ner. They will blend in to be a part of nature, like wandering souls or just 
like the dried banana leaves in the garden. You can hear cutting pieces of a 
sonar, silent, than the sound of the banana forest.
* Japanese modern dance that expresses feelings about death.



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256 257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스위스 작가 퀸 동의 작품, <바나나 숲에서>
Trong rừng chuối (In the Banana Forest) by QUYNH Dong of Switzerland

실내 전시 공간에 자연의 풍광과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바나나 숲에서 7명의 안무가
들이 추는 느릿하고 기묘한 춤동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말라가는 바나나잎이 내
는 소리, 그리고 음파 탐지기의 미세한 분절음이 함께 하면서, 한 화가의 옻칠 그림과 한 소
설가의 바나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이 작품은 영상과 사운드가 어우러진 
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불안하고도 아름다운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The scenery and sound of nature are poured into the gallery all at once. The slow and 
bizarre dance moves performed by seven choreographers in the banana forest are 
very interesting. Inspired by the lacquer painting of an artist and a banana story of an 
author, this work presenting video and sound, with the sound of dried banana leaves 
and the segmental sound of a sonar, tells an uneasy yet beautiful story about the rela-
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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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USA, Vietnam

베트남 비엔 호아 출생, 
현, 베트남 호치민 거주 및 활동
Born in Bien Hoa, Vietnam
Lives in and works in Ho Chi 
Minh City, Vietnam

리차드 
스트라이트메터-트랑 (1972~) 

RICHARD 
STREITMATTER-Tran

헬멧 스투파 2021 
Helmet Stupa 2021

<Helmet Stupa 2021>작품은 일상적인 풍경(자연)의 재료와 투구의 
형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투구의 형태는 동남아 전역의 탑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힌두교-불교의 사리탑 또는 돔의 건축적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형태적 특성은, 인간에게 스트레스나 외부적 위험이 닥
쳤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생
태 비판적 작품은 현재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과 우리가 스스로 정
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세계, 즉 기술과 믿음의 조합 속에서 우리의 
‘뉴 노멀’을 이야기한다.

Helmet Stupa 2021 is a sculpture connecting the architectural 
form of the Hindhu-Buddhist Stupa, or dome, commonly found in 
pagodas throughout Southeast Asia constructed of the material 
of the everyday landscape and the form of the helmet. Both seen 
as objects of protection during times of stress and danger. This 
eco-critical artwork reconsiders our “new normal” amidst the 
current global pandemic and the world we must learn to define for 
ourselves – a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faith.

<헬멧 스투파 2021>, 나무, 
테라코타, 와이어, 짚과 
이끼(한국의 지역 품종),  
250 × 300 × 300cm
Helmet Stupa 2021, 
2021, Wood to build the base, 
unfired clay (terra cotta), 
wire, straw, living moss (local 
variety found in Korea),  
250 × 300 × 3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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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작가 작가 리차드 스트라잇매터-트랑의 작품, <헬멧 스투파 2021>
Helmet Stupa 2021 by RICHARD STREITMATTER-Tran of USA, Vietnam

실내 전시장에 커다란 구조물이 생겼습니다. 스투파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흔히 ‘사리
탑’이라고 번역되는 이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불교의 탑으로 석가 사망 후 유골을 
나누어 담아 각 지역에 분배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 석가의 머리카락, 치아뿐 아
니라 경문을 넣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스투파와 유사하게 닮은 헬멧의 형상을 결합
해서 오늘날 포스트 펜데믹 시대에 필요한 영적 보호와 물리적 보호를 함께 기원합니다. 대
나무, 볏짚, 점토, 이끼와 같은 생태적 재료로 만들어진 오늘날의 인간 보호구인 셈입니다. 

A large-scale structure was built inside the gallery. What is this thing called stupa? 
What is often translated as the sari pagoda is a Buddhist pagoda found in Southeast 
Asia. It originates from the practice done after the death of Buddha, where his bones 
were divided and put into a container and then distributed to each region. It is said 
not just his hair and tooth but also scriptures were put in those containers. The artist 
wishes for both the spiritual and physical protection that we desperately need in this 
post-pandemic time by putting together a stupa and the shape of a helmet that looks 
very much like a stupa. One can call it a protective gear for humans made of ecologi-
cal materials of bamboo, rice straw, clay, and m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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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숲, 경계에 서다>, 2021, 
장지, 송연묵, 유연묵, 자작필, 
자연채색, 라이트닝 박스, 스피커 
976 × 227cm, 라이트닝 박스 
9 × 23.5 × 32cm 
Forest of Life, to Stand on the 
Border, 2021, Paper, pine tree 
ink, lamp-soot ink, birch brush, 
natural coloring, lightning box, 
speaker, 976 × 227cm,  
Lightning box, 9 × 23.5 × 32cm

한국 Korea

한국 전주 출생, 
현, 한국 완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Jeonj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Wanju, 
Korea

박종갑 (1968~) 

Jonggab 
PARK

생명의 숲, 경계에 서다
Forest of Life, to Stand on the Border

숲은 웅장하면서도 푸근한 맛이 있다. 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그 생명체
들의 일상사를 품고 있는 안식처이기도 한 경계의 구역이다. 그 원초적 생명의 장
을 작가의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현재하는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반추
하는 역할로서의 숲을 들여다 본다. 그 깊은 숲은 인간들의 탐욕과 증오, 반목 따
위와는 별개로 꽃과 식물들이 자라고, 산짐승들은 자유롭다. 수 억겁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순환하며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우고, 태초의 생명을 고스란히 품어 들
여 신비함이 서려 있는 곳, 자연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간직한 곳, 나무와 흙과 바
위로 이뤄진 길과 계곡의 청명한 물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본다.

The forest possesses a grand yet warm flavour. It is the home of diverse 
plants and animals, providing an oasis for their daily lives. We look to the 
forest as a reflection of the values and meanings of present-day human life, 
forming a new chapter in an original life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The 
deep forest nurtures plants, flowers, and wildlife far from the greed, ha-
tred, and antagonism of humanity. It is constantly circulating throughout all 
hours; dubbed the heavenly garden, it purifies our hearts through the clear 
resonance of trees, soil and rocks, preserving mysteries and embodying the 
beginning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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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박종갑의 작품, <생명의 숲, 경계에 서다>
Forrest of Life, to Stand on the Border by Jonggab PARK of Korea

실내의 전시 공간에 수묵의 향이 물씬 풍기는 숲이 들어왔습니다. 장지에 수묵으
로 된 현대식 산수 병풍이라 할 만한데요. 관람자의 시선을 에워싸는 이 작품은 
안식처로서의 숲을 노래합니다. 인간이 태고부터 거주지로 삼았던 숲, 인간이 떠
난 이후에 가끔씩 찾는 숲이란 다른 생물들에게는 태고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안
식처일 따름입니다. 수묵의 숲속에 빛을 발하듯 하얗게 남겨진 길이 눈길을 끕니
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훼손하는 인간이 밉지만, 숲은 인간에게 자신의 몸
을 비워 길을 내주고 그들을 오늘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A forest filled with the scent of ink and wash comes into the indoor exhibi-
tion space. One can even call it a modern ink and wash landscape screen. 
This work, which encloses the attention of the viewers, sings a song about 
the forest as a resting place. The forest, which had been the nesting place 
of humanity since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which humans have occa-
sionally visited after their departure, is an eternal shelter to other creatures 
throughout eternity. The path left white as if glowing in the forest of ink and 
wash catches attention. The forest empties itself to give way to humans and 
generously embraces them even when they violate and hurt it in the name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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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Sweden

스웨덴 스톨홀롬 출생, 
현, 스웨덴 살트회부 거주 및 활동
Born in Stockholm, Sweden
Lives in and works in Saltsjö-
Boo, Sweden

요하네스 
헬덴 (1978~) 

Johannes 
HELDÉN

천체 생태학 
Astroecology

<천체 생태학>은 종말론적 배경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는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이 우주적 종말은 가장 친밀하고 특권적인 장
소인 사유지에서 목격되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끝없이 배열된 나
무와 사유지의 정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스터리한 감정을 선사한
다.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영화적 시각 프레임과 이에 상응하는 유기
적, 무기적 사유는 서로를 뒤틀어 놓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작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주의 기원, 즉 우주의 과정, 시스템, 그리고 사
라지는 생물과 생각에 대해 답할 수 없는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Astroecology begins with an apocalyptic background. The world 
as we know it is coming to an end and this cosmic end is being 
witnessed in the most intimate and privileged places, private es-
tates. The endlessly arranged trees and private gardens shown in 
work constantly give us a mysterious feeling. The cinematic visual 
frame that fills the screen and the corresponding organic and inor-
ganic thinking provide a visual experience that twists each other. 
Through this series of processes, the artist poses unanswerable 
and profound questions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Woods' 
processes, systems, and disappearing creatures and thoughts. 

<천체 생태학>, 2017,  비디오 
설치, 단채널 영상, 7 분 44 초, 
가변크기
Astroecology, 2017, Video 
installation,  single channel 
video monitor, 7 min 44 
sec,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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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작가 요하네스 헬덴의 작품, <천체 생태학>
Astroecology by Johannes HELDÉN of Sweden

에스트로에콜로지라는 우주와 생태학의 합성어는 ‘천체 생태학’으로 번역할 만
한데요. 작가의 영상 작업은 제목처럼 신비롭기보다 무겁고 암울합니다. 그가 
종말론의 사유를 작품 전반에  심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우주의 기원과 종말’에 관한 거시적 이야기를 ‘사적 공간 속 생태’라는 미시적 이
야기로부터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가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사적 경험과 맞물린 종말론, 우
주론, 물리학, 미래학에 관한 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Astroecology is a compound word of Astro, meaning universe and ecology. 
So the word might be translated into astronomical ecology. The video work 
of the artist is not as mysterious as the title implies. Instead, it is grim and 
gloomy as the apocalyptic thinking penetrates the entire work. Interestingly, 
the artist starts the macro-story of the origin and end of the universe with the 
micro-story of the ecology within the boundary of a private space. Let’s listen 
to the story he tells us in a calm voice, his story about eschatology, cosmolo-
gy, physics, and futurism panning out in his personal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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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두 개의 사과>, 2011-
2021, 나무 패널 위 납판과 
군용 담요, 투명 아크릴 박스, 
갈아내고 그을리고 태운 나무 
의자(2), 네온 조명, LED 조명, 
모조 플라스틱 식물, 금분, 
청색 칠한 모조 플라스틱 
사과(2), 소금 30kg(33), 파쇄된 
폐형광등(70), 가변크기
Heritage-Two Apples, 2011-
2021, Plumbum plate and 
army blanket on wood panel, 
a transparent acrylic box, 
grinded, scorched and burnt 
small wood chairs(2), neon 
light, LED light, artificial 
plastic plants, gold and blue 
painted artificial plastic 
apples(2), salt 35kg(33), 
crushed waste fluorescent 
lamps(70), Dimensions 
variable

한국 Korea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부산 거주 및 활동
Born in Daeg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Busan, 
Korea

윤영화 (1964~) 

Younghwa 
YOON

유산-두 개의 사과 
Heritage-Two Apples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간존재가 남긴 생과 사멸의 흔적-‘유산’에 대한 예술적 사색.”

나는 삼십 대 청년기 파리에서 십여 년간 학업과 작업 후 귀국, 현재 부산에 거주하면서 화업 초기에는 회화에서 출발하
였지만 이후 사진, 오브제,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혼합된 영역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
시의 출품작, <유산-두 개의 사과 / Heritage-Two Apples>는 오브제, 네온, LED라이트 등, 혼합 매체로 이루어진 설치 작
업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자연의 산물과 인공적 환경과의 관계’라는 다양한 층위를 함축하고 있다. 깨어지고 삐뚤게 연
결된 ‘유산’이라는 의미의 영문 철자 ‘Heritage’ 네온은 빠른 속도로 깜박이며 강박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이에 더하여 
바닥에 뿌려진 소금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팔십여 개의 폐형광등 잔해들은 전시 공간 안에서 퍼포먼스가 행해졌던 폐
형광등이 깨지는 사운드와 함께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이는 ‘빛’을 자처해왔던 인류 문명 혹은 파라다이스의 종말을 암
시,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작품의 중요한 의미작용의 매개체인 ‘소금’의 아르테 포베라 적 최소한의 물
질성이 의미하는 정화 및 치유로서의 종교적 초자연적 힘의 은유는, 문명의 산물인 형광등 파편으로 보여지는 역사의 덧
없음(éphémère)과 순간성이라는 유한함과의 대비를 통해, 존재의 근원과 시간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이다. 

“The traces of life and death left by human beings as a part of nature in the flow of time—artistic reflection on ‘legacy’.”
When I was in my thirties, I returned to Korea after studying and working for ten years in Paris, and now I live and work 
in Busan. Since then, I have been working in various media and genres such as photography, object, video,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he work exhibited in this exhibition, <Heritage-Two Apples>, is an installation work of mixed media 
such as objects, neon, and LED light. It implies various layers. The neon spelt in English meaning “legacy,” which was 
broken and crookedly connected, blinks fast, heightening the obsessive anxiety. In addition, salt sprinkled on the floor 
and remnants of 80 waste fluorescent lamps reminiscent of a battlefield amplify the sense of crisis. the sound of the 
lights breaking in the space where the performance. Alludes to and warns of the end of human civilisation, Paradise 
claimed to be a 'light'. And the metaphor of the supernatural spiritual power as purification and healing, which is the 
Artefovera minimal materiality of 'salt', the medium of the critical meaning of the work, is the metaphor of the tran-
sience (éphémère) and moment of history shown as a material that is a product of civilisation. Through contrast with 
the finiteness of sexuality, I thought about the origin of existence and the meaning of temp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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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윤영화의 작품, <유산-두 개의 사과>
Heritage – Two Apples by Younghwa YOON of Korea

전시장 안이 ‘진지한 난장판’입니다. 진지한 난장판? 인류의 유산이 그렇습니다. 
남긴 것이 선과 아름다움만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 욕망이 남
긴 유산이라 다 그렇지 싶습니다. 유산이라는 영문의 텍스트가 네온으로 점멸하
는 패널이 쌍으로 벽면에 걸려 있고, 바닥에는 두 개의 의자 위에 선악과를 연상
하게 만드는 사과가 각각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주위에 소금이 잔뜩 쌓여 있고 
그 위에는 문명의 상징인 형광등의 깨진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소금, 형광등, 네온으로 변해 온 인류의 물질적 유산으로는 선악과의 신화 이래 
인류가 자초한 정신적 혼돈을 모두 담아내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렇
게 작품 속에서 오열했나 봅니다.

Inside the exhibition space is a serious mess. A serious mess? Yes, that is 
what the heritage of humanity is. Humanity should have left goodness and 
beauty, but that is not the case as it is the heritage of human desire. A pair 
of panels on which the English word Heritage is flickering is hung on the 
wall. On each of the two chairs on the floor is an apple, which reminds us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t is surrounded by a 
pile of salt and on top of it are broken pieces of fluorescent light, a symbol of 
civilization scattered all over. The material heritage of humanity, which start-
ed with salt and then moved onto fluorescent light, and neon signs, cannot 
manage to contain all the psychological chaos created by humanity since 
the myth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at is probably why 
the artist wailed in 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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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해남 출생,
현, 한국 평창 거주 및 활동
Born in Haenam, Korea
Lives in and works in 
Pyeongchang, Korea

권용택 (1953~) 

Youngtaek 
KWON

돌의 표정 - 설악9  외 9점 
9 Artworks with Stone Face - Seorak9

작업실 주변에 흔히 굴러다니는 돌에서 저마다 다른 형태와 틈새에 따른 독특한 
형상의 표정을 읽었고, 그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이 작가인 나의 몫이 되었다. 
물론 돌이 가진 고유의 형상과 표정이 우선이기는 하나, 작가인 나의 의도가 우선
일 때도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축적된 인생관이나 철학이 돌의 표정과 잘 
어우러질 때, 작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자연 생태를 바탕으로 그 속에 과거 역
사와 현재를 끌어들이는 작업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돌에 또 다른 형상
을 불러내어 지금 이 시간의 실재가 되는 작업이다. 표현된 형식은 입체 부조 형
태나 조각처럼 3차원의 입체 형태로 상황에 따라 설치가 자유롭게 가변적으로 변
형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산과 물을 주제로 하였으며, 산은 다시 백두대간
과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한 작업이다.

As an artist, I read the expressions of unique shapes according to different 
shapes and crevices from stones that often roll around the studio, and it was 
my job as an artist to recreate them. Of course, the unique shape and ex-
pression of the stone win first, but sometimes my intentions as an artist take 
precedence. When the view of life or philosophy accumulated during daily life 
harmonizes well with the stone's expression, the completeness of the work in-
creases. Based on the natural ecology, it is a work that brings the past history 
and present into it. It is a work that calls out another phenomenon to the unpro-
cessed natural stone and becomes the reality of this time. The expressed form 
is a three-dimensional relief form or a three-dimensional three-dimensional 
form like a sculpture, and the installation can be freely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e works exhibited this time have the theme of mountains 
and water, and mountains are works that wish for peace in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돌의 표정 - 설악9> 외 
9점, 2020, 돌 위에 아크릴, 
45 × 23 × 3㎝ 

9 Artworks with Stone 
Face - Seorak9, 2020, 
Acrylic on stone, 
45 × 2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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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권용택의 작품, <돌의 표정-설악9 외 9점>
9 Artworks with Stone Face – Seorak 9 by YoungtaeK KWON of Korea

실내 전시장에 특별하게 마련된 진열대와 좌대에는 열 개의 돌이 사이좋게 놓여 있습니다. 
모두 작가의 작업실 근처에 굴러다니는 돌들입니다. 작가는 이 돌들이 가진 울퉁불퉁한 표
정에서 특별한 형상을 읽어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때로는 계곡에 피어 있는 꽃이, 
때로는 기암절벽에서 낙하하는 폭포가, 때로는 백두대간의 산맥과 같은 자연의 모습이 돌 
위에 드러납니다. 입체의 돌 위에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돌 그림’ 혹은 ‘3차원 회화’라 부
를 만합니다. 작가는 ‘돌 그림’에 표현된 자연이 담고 있는 역사와 정신을 함께 소환해서 분
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자연 생태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Ten stones are placed on a specially prepared display stand and pedestal in the in-
door exhibition space. They were all found near the artist’s studio. The artist reads a 
particular image of each stone and paints a picture on them. The stones reveal the 
flowers blooming in valleys, waterfalls falling from strange-looking rocks, and land-
scapes of nature such as the Baekdudaegan Mountains. Since it is a painting painted 
on a three-dimensional stone, it can be called a stone painting or a three-dimensional 
painting. The artist wishes for the restoration of peace and the natural ecosystem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by calling back the history as well as the spirit of nature 
expressed in the stone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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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결(1)> 외 7점, 2021, 
캔버스에 유화, 259.1 × 193.9cm
7 Artworks with Gyeol(texture) 
of Flesh(1), 2021, Oil on canvas,  
259.1 × 193.9cm

한국 Korea

한국 해남 출생
현 프랑스 파리,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Haenam, Korea
Lives in and works in Paris, 
France,  Seoul, Korea

한홍수 (1959~) 

Hongsu 
HAN

육의 결(1) 외 7점 
7 Artworks with Gyeol(texture) of Flesh(1)

작가는 재생을 위한 제의(祭儀) 공간을 구축했다. 예술은 제의적인 
기능을 통해 소통, 치유,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제프 보이스
는 “미술은 현재의 상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치유하는 것’’.이
라고 했다. ‘결’은 순수 한국어인, 살결, 나뭇결, 숨결, 물결, 꿈결을 말
한다. 작가는 특히 이번 작품에서 신체와 관련된 ‘육의 결’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작가는 부드러운 붓으로 유화 물감을 엷게 서
른 겹 이상 덧칠하여 그리는 방식으로 여러겹의 레이아를 쌓아서, 인
간 무늬의 ‘결’를 찾고 새로운 재생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The artist built a space for rituals for reproduction. Art has to 
‘communicate’, ‘heal’, and ‘present’ through ritual functions. Jo-
seph Beuys said, ‘‘Art is about examining the wounds of the pres-
ent and healing them’’.“Grain” refers to pure Korean, skin, wood, 
breath, wave, and dream. In this work, the artist wa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texture of the flesh’, which is related to the 
body. The artist is trying to find the ‘grain’ of a human pattern and 
recreate it by stacking up multiple layers of oil paints by layering 
over thirty layers of oil paint with a soft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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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한홍수의 작품, <육의 결 >
Artworks with Gyeol(texture) of Flesh by Hongsu HAN of Korea

붉게 칠해진 삼면의 벽에 붉은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작가의 ‘육의 결’ 연작입니
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거꾸로 걸
어 놓은 그림이거나, 나신들이 뒤엉켜 있거나 특정할 수 없는 신체 일부분이 크
게 확대된 그림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산들의 겹쳐진 능선처럼 보이기도 합니
다. 유화 물감을 엷게 펴서 바르길 수차례 반복해서 쌓은 물감 층으로 만들어 낸 
‘인간과 자연의 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작가의 붉은 살점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소망하고 재생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제의 공간’에 바쳐집니다.  

Red works hang on the three sides of the space painted red. They are the 
Gyeol of Flesh series by the artist. Looking closely, you will notice a picture of 
the back of a person crouching naked hanging upside down, a picture with 
naked bodies intertwined, or parts of the body that cannot be identified are 
enlarged. They look like a ridge where countless mountains are overlapped 
with each other. It is the texture of humans and nature created by applying 
thin layers of oil paints repeatedly. Now, the artist's red flesh is consecrated 
to a symbolic ceremonial space, wishing for a symbiosis between nature 
and humans and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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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고고학/와동리275번지>, 
2021, 현장발굴, 혼합재료,  
280 × 610 × 570cm
Archaeology of Life/Wadong-
ri 275, 2021, Field discovery, 
mixed media,  
280 × 610 × 570cm

한국 Korea

한국 화성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Hwaseong, Korea
Lives in and works in Incheon, 
Korea

차기율 (1961~) 

Kiyoul  
CHA 

삶의 고고학/와동리275번지
Archaeology of Life/Wadong-ri 275

지난 시간 속의 사소한 것들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잊혀진 것들. 잊혀져 가는 무엇들, 시간의 축, 그 주변을 회전
하며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기억은 부서지고 지워지기가 반복되는 허무를 경험한다. 이 
지역을 발굴 장소로 선택하게 된 것은 홍천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을 상기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도 점유하지 못했던 잊혀진 서민의 삶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뇌와 환희의 순간들
이 미력하나마 지층의 어떤 지점에, 묻혀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발굴의 형식을 차용한다고 해서,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박물관용 문화유산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속의 작은 파편을 들여다봄으로써, 그곳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어졌는지, 
우리가 잃거나 없애버린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 ‘가치’에 대
한 -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굴 현장을 관람하는 것은 일종의 순례가 될 것이다. 빠르게 흐르
는 시간에, 늦춰지지 않으려 잰걸음을 걸으며, 중요한 기억만 남기고 소중한 기억은 잃어가고 있는 현대의 삶을 반
성하고, 늦게나마 흙을 더듬어 떨어뜨린 구슬을 찾고자 하는, 일종의 간절한 구도 행위로서.

I can't remember the little things from the past. Forgotten things. What have forgotten things, the axis of 
time, and what I experienced and felt while rotating around it? My memory experiences the repeated emp-
tiness of being shattered and erased. I chose this area as an excavation site because I wanted to recall the 
historicity of the space called Hongcheon. Therefore, I decided to plan this project on the premise that the 
forgotten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could not occupy any place in history and the moments of agony and 
joy they had to endure would be buried at some point in the strata, even if it was only the slightest bit. How-
ever, just because this project adopts excavation, it does not aim to discover cultural heritage for museums 
to be remembered and preserved. Rather, by looking into small fragments of the past, it reflects what was 
there, what was lost, what we lost or eliminated, and what we should remember - 'value' - wanting to have 
a chance. Therefore, visiting the excavation site will be a kind of pilgrimage. In the fast-flowing time, taking 
slow steps so as not to slow down, reflecting on the modern life in which only important memories are left 
and losing precious memories, and trying to find the marbles that have been dropped by groping the soil at 
the last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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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차기율의 작품, <삶의 고고학/와동리275번지>
Archaeology of Life/Wadong-ri 275 by Kiyoul CHA of Korea

와동분교의 교실 하나가 통째로 파헤쳐졌습니다. 교실 밑의 땅을 파헤쳐 벌이는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유물을 발견했나요? 네, 다만 고대 도자기나 귀금속이 아
니라 1990년대 이전의 과자, 빵, 라면 봉지, 음료수병, 담배갑, 장난감 등 그저 소
소한 것들뿐입니다. 그의 ‘삶의 고고학’을 ‘쓰레기 고고학’이라 칭해도 될 정도입
니다. 고고학이란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서 과거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에 공동의 기억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설하곤 하는데, 
작가의 발굴 프로젝트도 ‘와동분교가 자리했던 역사에 대한 기억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작가는 발굴된 잡다한 물건들을 원래의 지표에 올려놓아 표식을 하고 
정성스레 그것에 관한 발굴 일지를 작성해서 액자 속에 넣어 벽에 걸어둡니다. 
관람자들에게 이것들에 관해 함께 기억하자고 청유의 손을 내밀면서 말입니다.  

The entire classroom at Wadong branch school was dug up. It is an excava-
tion project that digs up the ground under the classroom. Did the artist find 
any artifacts? Yes, but not ancient pottery or jewels but sweets, bread, ra-
men package, soda bottles, cigarette packs, toys prior to the 1990s, nothing 
valuable. His archeology of life should be called the archeology of garbage. 
Yet, considering that archeology is the study of the culture and way of life of 
the past through remains or antiquity, and often described in the historical 
studies as passing on a common memory, this excavation project can be 
dubbed as the study of memory on Wadong branch school’s place in history. 
The artist places the miscellaneous objects he excavated on their original 
locations, marks them, carefully records an excavation journal about them, 
puts them in frames, and hangs them on the wall as he extends his hand to 
the audience, asking them to remember these together.



A 홀 A hall

1.  위타왓 통키우 Wittawat TONGKEAW(1974~), 
 태국Thailand 

B 홀 B hall

2.  전덕제 Dug-Je JEON(1966~), 한국 Korea
3.  막스 음바코 Max MBAKOP(1983~), 카메룬 Cameroon
4.  죠지 오소디 George OSODI(1974~), 나이지리아 Nigeria
5.  오메르 페스트 Omer FAST(1982~), 미국/이스라엘 USA/Israel
6.  HL (1996~), 미얀마 Myanmar
7.  윤영혜 Young-Hye YOON(1982~), 한국 Korea
8.  홍일화 Il-Hwa HONG(1974~), 한국 Korea
9.  토마스 헤더윅/헤더윅 스튜디오 Thomas HEATHERWICK/ 
 Heatherwick Studio(1970~), 영국 United Kingdom

10.바바라 바그너 Barbara WAGNER(1980~) &   
 벤자민 데 부르카 Benjamin DE BURCA(1975~), 
 브라질 Brazil / 아일랜드 Ireland
11.실비아 아만세이 & 보그단 아르마누 

 Silvia AMANCEI & Bogdan ARMANU(1991~), 
 루마니아 Romania
12. 박수근 Soo Keun PARK(1914~1965), 한국 Korea
13. 김환기 Whan-Ki KIM(1913~1974), 한국 Korea
14. 이중섭 Jung-Seob LEE(1916~1956), 한국 Korea
15. 장욱진 Ucchin CHANG(1917~1990), 한국 Korea
16. 강정헌 Jung Hun KANG(1978~), 한국 Korea
17. 에바 틴드 Eva TIND(1974~), 덴마크 Denmark
18. 김기대 Kidai KIM(1979~), 한국 Korea
19. 최우람 U-Ram CHOE(1970~), 한국 Korea

20. 황선태 Seon Tae HWANG(1972~), 한국 Korea
21. 토마스 아코스 Tamas AKOS(1954~), 헝가리 Hungary
22. 김영미 Young-Mi KIM(1961~), 한국 Korea
23. 노진아 Jinah ROH(1975~), 한국 Korea
24. 유지숙 Ziesook YOO(1976~), 한국 Korea
25. 김노암 No Am KIM(1968~), 한국 Korea
26. 이지현 Ji Hyun LEE(1965~), 한국 Korea
27. 유정혜 Jounghye YOO(1960~), 한국 Korea
28. 칭 리앙 첸/ 아 레온 Ching-Liang CHEN/Ah LEON(1953~), 
  대만 Taiwan
29. 다리오 에스코바르 Darío ESCOBAR(1971~), 
 과테말라 Guatemala
30. 밀란 코우트 Milan KOUT(1948~), 체코 Czech Republic
31. 안카 레스니악 Anka LESNIAK(1978~), 폴란드 Poland

32. 도리스 방크 Doris BANK(1964~2019), 독일 Germany
33.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 Yauheni ADZINOCHANKA(1960~), 
  벨라루스 Republic of Bel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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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

재생 3. 아카이브

재생 3 아카이브 전시는 세 개의 아카이브로 이루어진다. 강
원트리엔날레의 행사 형식이 만들어지기까지 2013년부터의 
행사 변천사와 트리엔날레로서의 시스템을 갖춘 후 2019년
부터 진행한 3개년의 행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강원트리엔
날레 아카이브’ 를 첫번째 전시로 구성하고, 강원도민의 생
활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공모
하여 수집한 ‘강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를 두번째 섹션으
로 구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아카이브는 ‘일상의 재생’을 주
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
가들의 출품을 통해 수집하였다.

세 가지의 아카이브를 통해 올해의 본 행사가 확보한 역사와 
결을 기반해서 강원도 홍천의 문화적 특수성이 ‘생활 유물’ 
하나 하나의 이야기로 발화하며 전시의 몸체를 이루었고 ‘일
상의 ‘재생’을 지시하는 작가들의 또 다른 질문을 따라 관객
은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의 변화된 일상을 가치있게 기록, 
즉 아카이브 하는 시도를 시작하게 된다.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의 대주제인 ‘따스한 재생’ 의 기저
에는 현재의 인류가 공감하고 있는 전지구적 재난 상태를 전
제한다. 신종 질병과 기후 위기와 같은 자연 생태적 고난에 

더한 전쟁과 정치적 분쟁 속에 ‘개인의 일상’을 지키려는 노
력은 이제 새로운 기준과 정성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 혹은 황금의 전성기로 회귀하려는 것 보다는 새로운 일
상의 전개를 통해서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에 더 힘을 싣고 싶다.

일찍이 예술가들이 작품의 재료와 주제로 삼아왔던 ‘일상’의 
층위를 ‘아카이브: 일상의 예술’전시를 통해서 구현하며, 당
신이 지키고자 하는 일상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에게 질문할
수있겠다. 우리의 서재를 채우는 다양한 취향의 서적은 우리
에게 정치적 신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태
국작가 위타왓 통키우(Wittawat Tongkeaw)가 말해주고 있
고, 바바라 와그너와 벤자민 데 부르카(Babara Wagner & 
Benjamin de Burca)가 재현한 브라질 카포에이라 댄서의 
몸짓으로부터 축제의 소비와 동시대 젠더에 대한 우리의 태
도를 다시 보게 된다. 

평온한 일상을 떠올리면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이미지인, 텔
레비전이 있는 거실의 나른한  풍경을 최우람과 강정헌, 황
선태와 김기대의 작품을 통해 관념적인 인상을 뒤틀어 보기
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나’를 이루는 가족 간의 
관계미학과 자화상을 김영미, 에바 틴트(Eva Tind), 노진아, 
유지숙의 작업이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개인’과 ‘공간’, 그리고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은 작금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더욱 ‘아카이브’ 할 만
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지금을 비로소 일상의 숭고함을 조
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 누구나 미학이나 시인의 언
어를 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일상과 자신의 공간에 대해
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전시가 제
안하는 사유와 체험과 더불어 재생 3 아카이브 전시의 면면
들이 관객 개인에게 녹아들어서 각자의 이야기로 다시 발화
하고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정주희 Juhee CHUNG 

 큐레이터 Curator

아카이브와 일상의 마주침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재생 3. 아카이브전에서는 트리
엔날레가 열리는 홍천이라는 지역 공간의 가치 있는 것을 기
록하고, 개인과 집단의 일상을 아카이브하고자 노력했다.

A홀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의 생활 유물전은 홍천군민의 적
극적인 참여로 다락방에서 찾은 생활의 이야기가 담긴 유물
들을 수집함으로써 트리엔날레 열리는 여러 전시관의 이야
기를 홍천미술관이라는 한 장소에서 들려줄 수 있게 해 주었
다. 재생 1. 탄약이 열리는 탄약정비공장에서 버려진 물건들
을 모아 생활용품으로 재가공한 이야기, 재생 2. 와동이 열리
는 와동분교에서 있었던 가족들의 운동회 이야기, 재생 4. 스
트리트가 열리는 홍천중앙시장의 시장 상인들이 쓰던 생활 
유물들을 이야기가 아카이브전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The Archive of Everyday Art, which represents the layers 
of everyday life, the material as well as the theme of art-
works, asks the audience the question of what the daily 
life they want to keep.

Thai artist Wittawat Tongkeaw tells us that the books 
representing various tastes can fill our library because we 
have the freedom of political belief, and the gestures of a 
Brazilian Capoeira dancer reproduced by Barbara Wag-
ner & Benjamin de Burca make us reconsider our attitude 
towards the consumption of festivals and contemporary 
gender. The living room featuring the works of Jung Hun 
Kang, Seon-Tae Hwang, and Kidai Kim reveals emotional 
nostalgia in the everyday scene created by the dust par-
ticles floating in the light, reflecting light, and the white 
noise of the TV set. Furthermore, the works of Young-Mi 
Kim, Eva Tind, ,Jinah Roh, Ziesook Yoo vividly depict the 
relational aesthetics and self-portrait between my family 
and me that make up I as an existing self. 

Daily life created through individual, space, and repeated 
time has come to deserve archiving in the face of the 
peculiar time and the uncertain future. I would like to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sublimity of every-
day life. Not everyone masters aesthetics or the poet's 
language, but anyone can talk extensively about one’s 
daily life and space. So, I would like to see the “Archive of 
Everyday Art” penetrate deep into the individual audience 
and develop into their own stories.

The Encounter of Archive and Everyday Life

Revitalization 3 Archive of Gangwon Triennale 2021 at-
tempts to record the value of the space of Hongcheon and 
archive the daily life of individuals and a group.

The Archive of Gangwon-do Resident’s Everyday Mem-
orail at Hall A, which was made possible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Hongcheon residents, collected the 
artifacts they found in their upper room and tells the 
stories of multiple venues of the Triennale at Hongcheon 
Art Museum. The story of reprocessing discarded daily 
items from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the venue for Revitalization 1. Ammunition, the story of the 
family’s sports day at Wadong branch school, the venue 
for Revitalization 2. Wadong and the story of the artifacts 
once owned and used by the merchants at Hongcheon 
Joongang Market, the venue for Revitalization 4. Street are 
all put together and connected at Revitalization 3. Archive.

As the daily space of an apartment was re-appropriated 
into an exhibition venue at Hall B, the works dealing with 
everyday space and everyday art have been brought clos-
er by the pandemic. The artworks that the audience will 
encounter in the space are in a broad spectrum, covering 
a wide range of subjects from the disasters across the 
globe and the affairs taking place in the intimate space of 
our daily life, including the kitchen and the bedroom. De-
spite the limited time to prepare for the exhibition, inspiring 
works such as Faz Que Vai by Barbara Wagner and 
Benjamin de Burca, which show the multi-layered issues 

Revitalization 3. Archive

Revitalization 3 Archive is made of three archives: the 
Gangwon Triennale Archive, which features the major 
events held from 2013 until the launch of Gangwon Trien-
nale, and the events and exhibitions of the Triennale since 
2019; the Archive of Gangwon-do's Daily Artifacts, which 
presents daily artifacts of Gangwon residents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and; the Archive of Everyday Art, 
which shows contemporary artworks exploring the daily 
life collected through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Based on the history and texture of  Gangwon Triennale 
2021 through three archives, the cultural specificity of 
Hongcheon, Gangwon-do, ignited with stories of "Resi-
dent’s Everyday Memorial" and the audience begins to 
archive their changed daily lives in earnest.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Warm Revitalization, is premised on the 
current global disaster confronting and affecting the entire 
humanity. Keeping the daily life of individuals amid the 
pandemic, bio-ecological distress such as climate crisis, 
war, and political conflicts requires new criteria and gen-
uine efforts. Rather than trying to return to or recover the 
pre-COVID era or the golden days, the time seems to call 
for the efforts to build daily life anew and the new normal.

실내 Indoor (A Hall)

강원트리엔날레 아카이브

2019-2021강원국제트리엔날레의 3년간 행사
를 선보이는 전시

ARCHIVE: Gangwon Triennales 
Gangwon Triennale events over three years, 

including Gangwon Artist Show 2019 
and Gangwon Kids Triennale 2020

강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 

강원도민의 생활유물을 공모, 선정한 전시 
ARCHIVE: Gangwon-do Resident's  

Everyday Memorial
Daily artifacts of Gangwon-do's residents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실내 Indoor (B hall)

일상의 예술 아카이브 

일상을 탐구하는 다양한 국내외 작품을 전시

ARCHIVE : Art of Everyday Life 
Artworks exploring everyday by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홍천미술관
Hongcheon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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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홀에서 아파트라는 일상의 공간을 전시장으로 재전
유하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더욱더 가까워진 
일상의 공간과 ‘일상의 예술’을 다루는 작품을 수집했다. 공
간에서 마주하게 된 예술 작품들은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을 비롯해 집 안의 주방이나 침실의 공간에서 벌
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내면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작품들
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짧은 전시 준비 기간에도 불구
하고 비디오 브라질(videobrasil)의 영상 아카이브를 통해 사
회의 다층적 문제를 무용으로 보여주는 바바라 바그너와 벤
자민 데 부르카의 <셋 투 고(Faz Que Vai)>와 같은 작품을 초
대할 수 있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아쉽게도 작가들과 평소
처럼 대면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아카이브를 통해 공유된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항상 확장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심연정 Yun Jung SHIM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Assistant Curator

of society with dance through the video archive of video-
brasil, are presented. Although the in-person collaboration 
or face-to-face discussion with artists has not been avail-
able during the preparation, the world shared through the 
archive reminds us that our daily experience constantly 
keeps exp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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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
ARCHIVE : Resident's  
Everyday Memorial

'재생3'의 첫 섹션에 해당하는 이 전시는 강원도민이 주인공이다. 이 
전시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생활유
물들을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전시한다. 대대손손 물려받고 소중
히 간직해 온 생활유물을 관객에게 아낌없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강원도민의 일상적 삶의 역사’를 기록한 까닭에, 값비싼 보석보다 더 
값지다고 하겠다. 전시 중 전문가와 관람객의 투표를 거쳐 시상도 한
다. 이 전시는 강원도민뿐 아니라 모든 관객에게 추억이 가득한 옛 
시절을 잠시나마 더듬어 보는 시간을 선물한다. 

This exhibition, which is the first section of 'Revitalization 3', 
features Gangwon-do residents as the main characters. This 
exhibition displays 'everyday memorial' selected after a two-
month public contest for Gangwon-do residents under the name 
of ‘Archive’. This exhibition, which generously presents to the 
public the 'relics of everyday life' that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kept privately, is more valu-
able than expensive jewelry because it records the 'history of the 
daily lives of Gangwon-do residents'. During the exhibition, prizes 
are awarded after voting by experts and visitors. This exhibition 
presents not only Gangwon-do residents, but also all viewers a 
time to look back on the old days full of memories.

강원도민 생활유물 공모 선정자
김광숙, 김영자, 김옥란, 박숙정, 이광택, 이병기, 정우교, 조미자, 한명
희, 한종원, 허윤

Candidates of the Gangwon-do Resident’s Everyday Memorial.
Kwang Sook KIM, Young Ja KIM, Okran KIM, Sook Jeong PARK, Kwang 
Taek LEE, Byung Ki LEE, Uh Gyo JEONG, Mija CHO, Myung Hee HAN, Jong 
Won HAN, Youn HEO 
Born and works in Gangwon-do, Korea

<강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 
2021, 오브제, 가변크기
ARCHIVE : Gangwon-do 
Residents' Everyday Memorial, 
2021, Objects,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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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미술관 A홀1에서 선보이는 강원도민 생활유물 아카이브
ARCHIVE : Resident's Everyday Memorial

이번 트리엔날레는 재생3 아카이브를 여는 전시의 첫 출발을 강원도
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두 달 동안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작들을 전시에 모셨습니다. 흥미진진한 물건들이 아
주 많습니다. 응모 물품 중에는 와동 분교 졸업생인 응모자의 앨범, 중
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싯돌로 불을 만드는 부싯상, 강원도에
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졸업 앨범과 모자, 시어머니께서 남
기신 다리미와 다듬이돌, 홍천전통시장에서 2대 째 쓰셨던 옛날 전화
기 그리고 화롯대 등이 출품됩니다. 전시 중 전문가와 관람객이 인기
투표를 통한 시상도 가질 예정입니다. 강원도민에게 추억이 가득한 
옛 시절을 더듬어보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This triennale presents Gangwon-do residents with the first start of 
the exhibition that opens the ‘Revitalization 3  Archive’ This exhibi-
tion displays 'everyday memorial' selected after a two-month pub-
lic contest for Gangwon-do residents under the name of ‘Archive’. 
This exhibition, which generously presents to the public the 'relics 
of everyday life' that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kept privately, is more valuable than expensive 
jewelry because it records the 'history of the daily lives of Gang-
won-do residents'. During the exhibition, prizes are awarded after 
voting by experts and visitors. This exhibition presents not only 
Gangwon-do residents, but also all viewers a time to look back on 
the old days full of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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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트리엔날레 아카이브>, 
2021, 텍스트 및 오브제, 가변크기
ARCHIVE : GANGWON 
TRIENNALES, 2021, Text and 
objects, dimensions variable

강원트리엔날레  
아카이브
ARCHIVE : 
Gangwon Triennales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개최되는 유목형 프로젝트다. 강원
국제트리엔날레2021은 2013년 ‘제1회 평창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격
년제로 비엔날레를 개최한 이래, 최근 국제전 형식을 장기적 관점에
서 개편한 첫 결과물이다. 2021년 가을 홍천에서 1회 트리엔날레 행
사(강원작가전2019,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를 모두 마치게 된다. 이 전시는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관객
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마련되었다. 관객은 
이 전시를 통해 트리엔날레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
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Gangwon Triennale is a nomadic art project held every three 
years. Gangwon Triennale 2021 is the first result of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format under a long-term goal while 
holding the biennale once every two years, starting with the ‘1st 
Pyeongchang Biennale’ in 2013. The 1st Triennale event held 
in Hongcheon (Gangwon Artists 2019, Gangwon Kids Triennale 
2020, Gangwon Triennale 2021) will all be completed in the fall of 
2021. This exhibition was prepared under the name of 'Archive' 
to document this process and introduce it to the visitor. Through 
this exhibition, the viewer will be able to look into the past and 
present of the Triennale and look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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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미술관 A홀2에서 선보이는 강원트리엔날레 아카이브
ARCHIVE: Gangwon Triennales

이번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돌아오는 유목형 프로젝트인 것을 모두 
아시죠? 2013년 ‘제1회 평창비엔날레’를 개최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
아 격년제로 비엔날레를 개최한 이래, 최근 국제전 형식을 장기적 관
점에서 트리엔날레로 개편했는데요. 홍천에서 2021년 1회 트리엔날
레 행사(강원작가전2019,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강원국제트리엔
날레2021)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 역사의 개요를 여러분께 아카이
브로 선보입니다. 다음 3년 동안은 평창에서 열린다고 하니, 이 전시
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장이 될 것입니다.  

Everyone knows that this triennial is a nomadic project that comes 
back every three years, right? Gangwon Triennale 2021 is the first 
result of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format under a 
long-term goal while holding the biennale once every two years, 
starting with the ‘1st Pyeongchang Biennale’ in 2013. The 1st Tri-
ennale event held in Hongcheon (Gangwon Artists 2019, Gangwon 
Kids Triennale 2020, Gangwon Triennale 2021) will all be completed 
in the fall of 2021. This exhibition was prepared under the name of 
'Archive' to document this process and introduce it to the visitor. 
Through this exhibition, the viewer will be able to look into the past 
and present of the Triennale and look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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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예술 
아카이브
ARCHIVE : 
Art of Everyday Life

홍천미술관 B홀에서 선보이는 일상의 예술 아카이브
ARCHIVE: Art of Everyday Life

이 전시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서는 일상의 사물들을 작가가 선
택해서 예술의 옷을 입히거나, 일상의 사물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기
도 합니다. ‘일상의 예술 아카이브전’은 이렇듯 국내외 예술가들이 일
상을 소재화하거나 주제화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아파트의 실내 공간처럼 꾸며진 전시 공간을 만나
게 됩니다. 복도와 현관을 거쳐 어린이방, 거실, 주방, 서재, 침실, 작
업실 등의 공간에 전시된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만나 보세요.  

This exhibition hall is very special. Here, artists select everyday 
objects and transform them into art, or create and present 'new 
everyday objects'. The ‘ARCHIVE: Art of Everyday Life’ is com-
posed of various artworks by international artists who use daily 
life as the theme or material. You will find an exhibition space 
decorated like the interior of an apartment. Please meet the 
exciting artworks displayed in spaces decorated like hallways, 
entrance, children's rooms, living rooms, kitchens, study rooms, 
bedrooms, and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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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Thailand 

태국 방콕 출생
현, 태국 방콕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4, Bangkok, Thailand
Lives and works in Bangkok, 
Thailand

위타왓 통키우 (1974~) 

Wittawat 
TONGKEAW

해방 기념비 
LIBERATION MONUMENT 

“진실은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풍요롭게 번성할 때까지 계
속 국민들 곁에 남아 탄압하는 자 앞에 드러난다.” 

<해방 기념비>는 본래 서적을 재료로 한 개념 설치 작업이며 강원국
제트리엔날레2021을 위해 사진 설치 형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작가
는 태국 교육 제도에서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수집했다. 사회, 철학, 과학, 심지어 태국에서 금지된 인류학 등의 일
반 주제와 비평을 담고 있다. 작가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300권 이상
의 책을 쌓아 올려 지식으로 천장을 더욱 높였다. 국왕모독죄 라는 
기준으로 장기간 극도로 제한됐던 태국 내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기
준이 높아지기를 열망한다. 

Liberation Monument was originally installed as book installation. 
The artist gathered crossed-disciplinary books he found lack of 
used from the Thai education system. Each book contains global 
subject and critique on social science, philosophy, science, an-
thropology even prohibited content within Thailand. He stacked 
more than 300 books from the floor to the ceiling, on the other 
hand, he pushed the ceiling higher with knowledge. This also 
as refers to the famous phrase from the Thai protestors as they 
strongly want to push higher the bar of speech of Thais which 
was very limited for a very long time. This invisible bar was 
known as lese majeste law. This became a very important step 
of Thai people to be able to critique the highest institution in this 
political pyramid.

<해방 기념비 (사진 에디션)>, 
2021, 디지털 프린트,  
240 × 700 cm
LIBERATION MONUMENT 
(PHOTO EDITION), 2021,  
Digital print, 240 × 7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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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작가 위타왓 통키우의 작품, <해방 기념비>
LIBERATION MONUMENT by Wittawat TONGKEAW of Thailand

이 작품은 관객을 맞이하는 홍천미술관의 수려한 외벽에 애초부터 입간판형 파
빌리온으로 기획된 작품입니다. 사회과학, 철학, 인류학과 관련한 주제의 서적
들을 쌓아 놓고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서 양측을 잇는 입간판에 붙이고 가장 윗
부분 지붕 난간에는 다음 내용의 태국어, 영어, 한국어 텍스트가 함께 자리합니
다: “진실은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풍요롭게 번성할 때까지 계속 국민
들 곁에 남아 탄압하는 자 앞에 드러난다.” 해방 기념비라는 작품명처럼 태국 국
민을 욱조이는 여러 제약들을 상기시키게 만드는 이 작품은 작가가 한국이라는 
타국에서 벌이는 언론 자유화와 민주화의 운동이자, 한국이라는 타지로부터 태
국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은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Liberation Monument is a billboard pavilion installed on the beautiful Hong-
cheon Art Museum wall. The artist presents a massive photo of the original 
book installation where social science, philosophy, anthropology, and other 
disciplinary books are rarely used in the Thai education system. On the rail-
ing of the museum roof, the following text is displayed in Thai, English, and 
Korean: “The truth will stand by the people and be exposed before the op-
pressors until democracy takes firm root and prosper.” As the title Liberation 
Monument implies, this work, which prompts us to look into the constraints 
imposed on the Thai people, is also a movement for the freedom of speech 
and democracy the artist is carrying out in a foreign count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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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보석 주머니>, 2021, 
스테인레스 스틸 도색, 조명,  
380 × 240 × 140cm
Mother's Bead Handbag, 2021, 
Painted stainless steel, light, 
380 × 240 × 140cm

한국 Korea

한국 강릉 출생
현, 한국 화성 거주 및 활동
Born in Gangneung, Korea
Lives and works in Hwaseong, 
Korea

전덕제 (1966~) 

Dug-Je 
JEON

어머니의 보석 주머니 
Mother's Bead Handbag

작가 본인 세대의 어머님들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던 구슬 보석 장식
의 주머니는 어머니의 보물상자였다. 어쩌면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던 
어머니의 존재가 가족의 보물 상자였는지 모른다. 종이 지폐나 동전
의 사용이 줄어 들어서 요즘에는 실사용이 드물어진 지갑이지만, 작
가 본인은 친숙한 지갑의 디자인을 본 떠서 작품으로 재현했다. 반짝
이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다색 조명을 재료로 선명하게 발화하는 작품
은 작가가 추억하는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과 보석주머니의 낙천적인 
정서를 공유한다. 

The bead handbag, the must-have item for my mother’s genera-
tion, was a treasure chest of my mother. Or one can say a mother 
who took care of the family's happiness was a treasure chest 
of the family. Although the handbag is hard to find these days as 
people do not use bills and coins that much, the artist recreated 
the familiar bead handbag of his mother’s into an artwork. This 
stainless steel work with colorful lighting shares the mother’s 
happiness in the artist’s memory and the lovely sentiment of the 
bead handbag with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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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전덕제의 작품, <어머니의 보석 주머니>
Mother’s Bead Handbag by Dug-Je JEON of Korea

홍천미술관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보석 주머니가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일상의 예술 아카이브’라는 전시가 열리는 곳인데요. 일상품을 
주제와 소재로 삼은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이는 첫 입구에 이 작품은 
이 전시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작가는 어머니가 쓰셨던 구슬 
보석 장식의 주머니 혹은 지갑을 커다랗게 키워 놓은 작품을 선보입
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단단한 재질에 색을 입혀서 화려하고도 
안전한 지갑을 만들었군요. 정겹고도 어여쁜 지갑입니다. 동전만 모
아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크기의 지갑입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At the entrance to Hongcheon Art Museum, a huge bead handbag 
welcomes you. There is where you will enjoy the exhibition titled 
the Archive of Everyday Art. In the first step into this exhibition of 
artworks exploring everyday artifacts, you encounter this large-
scale work standing as if it is a symbol of this exhibition. Dug-je 
JEON presents the bead purse or wallet his mother used to wear 
in increased size. The purse looks fancy thanks to its color, yet safe 
as it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 is a cute and pretty wallet. It is so 
big that if you can fill it up with coins, you will get super-rich. I hope 
you becom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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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Cameroon

카메룬 은둥게 출생
현, 카메룬 두알라 거주 및 활동
Born in Ndoungue, Cameroon
Lives and works in Douala, 
Cameroon

막스 음바코 (1983~) 

Max 
MBAKOP

무제 
Untitled

<무제>는 벽에 부착된 아홉 장의 작은 사진들(13x18)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사진 전면에는 테이블과 코로나19 치료와 극복에 도움을 
주는 식물들과 과일들을 배치했다. 항아리에 담겨 있는 식물들이 우
리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이들을 기를 수 있고 돌볼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사진이 붙어 있는 벽과 식물 화분들이 놓인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사진을 감상한다. 벽에서 불과 1m 떨어진 지
점의 붉은 줄은 관람객과 사진 사이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징한다. 
이는 미완의 본 프로젝트 나머지 부분에 적용될 다양한 여러 입장들
을 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다. 

Untitled is an installation of 9 photos hung of small dimensions 
(13 × 18) on a wall. Opposite, in front of the photos, we will place 
on a table, certain plants that treat or help overcome Covid-19, 
including certain fruits. Everything is in jars, to demonstrate that 
we can grow them on our own and take care of them to heal our-
selves. Between the photo wall and the table with the plant pots, 
a passage for visitors to look at the photos. Just 1 meter from the 
wall, a red line that will symbolize the social distancing between 
visitors and photos. This is intentional and done on purpose to 
take different attitudes that will be used for the rest of this project 
which in fact is a work in progress.

<무제>, 2021, 사진, 가변크기
Untitled, 2021, Digital printing,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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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작가 막스 음바코의 작품, <무제>
Untitled  by Max MBAKOP of Cameroon

홍천미술관에 들어서니 현관의 복도처럼 꾸며진 실내 전시장이 열립
니다. 그 첫 공간에 코로나19가 만든 우리의 일상이 스며들어 있습니
다. 작가가 선보이는 사진 작품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어린이, 시장 
속 사람들, 홀로 있는 임산부 등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 촬영되
어 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알리는 붉은 선이 우
리를 잠시 멈칫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이 놓입니다. 카메룬
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약용 식물과 과일을 촬영한 사진들이 함
께 전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과 동일한 주술적 
믿음을 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까닭입니다.

Upon entering the Hongcheon Museum of Art, an indoor exhi-
bition space welcomes the audience. As soon as you enter the 
space, you encounter the everyday life shaped by COVID-19 in 
the photos of children keeping their face masks on, people on the 
marketplace, and a pregnant woman all by herself, ordinary people 
around us. The red lines marked on the floor for social distancing 
stop us from moving forward for a moment. Then we feel relieved 
soon as the mere presence of photos of medicinal plants and fruits 
traditionally used in Cameroon instills hope, delivering magical be-
lief as strong as the COVID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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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얼룩, 2004, 사진, 가변크기 
OIL STAINS, 2004, Media 
footage based on photos, 
dimensions variable 

나이지리아 Nigeria

나이지리아 라고스 출생
현, 나이지리아 라고스 거주  
및 활동
Born in Lagos, Nigeria
Lives and works in Lagos, 
Nigeria

죠지 오소디 (1974~) 

George 
OSODI

나이저 삼각주의 풍부한 석유 
Oil Rich Niger Delta

죠지 오소디는 나이지리아 라고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포토저널리즘과 예술 다큐멘터
리 작업을 통해 현대 나이지리아의 군주제와 나이저 삼각주의 자연 자원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우는 작업을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나이저 삼각주의 석유 
채취와 그 영향을 6년간 담은 작업을 통해 환경과 인간 사이의 삶의 역설을 표현한다. 작
품의 배경이 되는 나이저 삼각주 지역은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부의 주요 원유생산
기지로, 1950년대부터 다국적기업에 의해 개발이 되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했다. 하지
만 지역의 주민들은 큰 습지와 비옥한 땅을 빼앗기고, 중단되지 않는 가스 연소와 기름 
유출로 인해 생계와 환경이 황폐화되어 비극적인 삶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다. 작가는 
프레임안에 이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온갖 역경을 딛고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
며 관람객을 관찰자로 끌어들여 그들 내부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George OSODI is based in Lagos, Nigeria, and works on photojournalism and art 
documentar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monarchy of modern Nigeria and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Niger Delta. In particular, the works presented in this ex-
hibition express the paradox of life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s through 
the oil drilling in the Niger Delta and its impact for six years. The Niger Delta, the 
background of the work, is a major oil production base in southern Nigeria, West 
Africa, and has been develop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since the 1950s, ac-
cumulating enormous wealth. However, local residents are facing a tragic life day 
by day, losing large wetlands and fertile land, and devastating their livelihoods and 
environments due to uninterrupted gas combustion and oil leaks. The artist captures 
their images in the frame, shows how to overcome all kinds of hardships and lives 
their daily lives and attracts the visitors as observers, and tries to make deep chang-
es with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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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작가 죠지 오소디의 작품, <나이저 삼각주의 풍부한 석유>
Oil Rich Niger Delta by George OSODI of Nigeria

환경은 모두에게 천혜의 자원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자
본가들은 이 환경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의 니
제르 삼각주의 자연 환경을 ‘독점적 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권력가들을 비판
하는 영상 작품을 선보입니다. 다국적 기업과 자본가들이 부를 창출하는 방식으
로 독점하는 자연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오염된 환경을 속히 자연 원래 그대로
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The environment is open to all as a natural resource. Because of this limitless 
possibility, capitalists try to monopolize this environment. The artist presents a 
video work criticizing those in power who plot to use the oil-rich natural envi-
ronment of the Niger Delta in Nigeria as a 'monopoly resource'. There appears 
to be an urgent need to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has been mo-
nopoliz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capitalists to create wealth, and 
the environment polluted by this monopoly, as soon as possible.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324 325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미국/이스라엘 USA/
Israel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Born in Jerusalem, Israel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오메르 페스트 (1982~) 

Omer 
FAST

5000 피트가 최적이다 
5000 Feet is the Best 

<5000피트가 최적이다>는 2010년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촬영된 
미국 프레데터(Predator) 드론 조종사와의 대화에 기초한 작품이
다. 화면에서 드론 조종사는 프레데터 드론이 민병대와 민간인 모
두에게 발포했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한다. 영상은 다큐멘터리와 재
현, 허구를 거듭 오가며 드론 조종사의 회고와 라스베이거스 인근
의 여타 범죄를 묘사한 장면들을 엮어낸다. <5000피트가 최적이다> 
는 2011년 제52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초 상영된 작품이다. 

5000 Feet is the Best is based on conversations with a U.S. Pred-
ator drone operator, which were recorded in a Las Vegas hotel 
in 2010. On-camera, the drone operator discussed the technical 
aspects of his job and his daily routine. Off-camera and off-the-
record, he briefly described incidents in which the unmanned 
plane fired at both militants and civilians. The film repeatedly 
turns from documentary to reenactment and fiction, weaving 
together the drone operator’s account, along with scenes depict-
ing other crimes in and around Las Vegas. 5000 Feet is the Best 
was originally premiered in the 52nd Venice Biennale in 2011. <5000피트가 최적이다>, 2011, 

비디오 프로젝션, 30 분, 루프 
5000 Feet is the Best, 2011, 
Video projection, 30 min, lo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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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 작가 오메르 페스트의 작품, <5000피트가 최적이다>
5000 Feet is the Best by Omer FAST of Israel, currently based in the Germany

아파트 현관의 복도로 꾸며진 전시장에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드론 조종사와의 실제 대화
에 기초해서 실제적 사건과 허구를 뒤섞은 팩션 혹은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꾸며진 
이 작업은 섬뜩합니다. 제목이 ‘드론으로 총살을 하기 위한 적합한 거리’를 유추하게 만들
기 때문이죠. 드론 조종사, 저격수, 민병대 가족, 총살의 현장 등 작가가 담고 있는 영상은 
실재와 허구가 뒤섞인 팩션 형식의 영상이지만, 인물들을 근접 촬영한 극적 이미지로 인해
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인간을 
점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여전히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
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This work is presented in an exhibition hall decorated very much like a hallway of the 
apartment building. This faction or fake documentary work, which blends real stories 
with fiction based on real conversations with drone pilots, is frightening as the title 
infers the proper distance for shooting with a drone. Although the video takes the 
format of faction, mixing reality with fiction, featuring a drone operator, sniper, militia 
family, and the scene of firing, the close-up images of the characters plainly convey 
the unforgettable atrocity of war, creating a dramatic impression. The vicious cycle of 
a human civilization occupying humans and vice versa still holds us back from moving 
away from the threat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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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2021년 2월 6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도중 시위대가 
건넨 장미를 들고 있다.
Police officers hold roses that 
has given by the protesters 
during the protest against 
the military coup in Yangon, 
Myanmar on February 6, 2021.

미얀마 Myanmar

미얀마 미치나 출생
현, 미얀마 양곤 거주 및 활동
Born in Myitkyina, Myanmar
Lives and works in Yangon, 
Myanmar

HL (1996~) 

HL

봄의 혁명 
The Spring Revolution

2월 1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이후, 쿠데타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봄의 
혁명으로 시작되었고,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잔혹한 공격으로 1,040명의 
사망자가 나오자 다수의 젊은이는 민족 무장단체와 함께 무장 혁명에 동참했다. 

군사 정권은 2월 1일부터 윈 민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간 정부 지
도자들을 체포해 9월 4일까지 6,230명을 체포했다.

미얀마인들은 민주주의가 득세할 때까지 군대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국민들은 
군과의 협상이나 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고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나 요청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미얀마에서 다시 군사 쿠테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Following Burmese military coup on February 1, nationwide protests against 
the coup began as the Spring Revolution and most of the young people 
joined the armed revolution together with the ethnic armed groups after the 
military launched a series of brutal attacks on civilians and killed 1040.
The junta has arrested civilian government leaders including President Win 
Myint and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since February 1 and 6,230 
people were arrested until September 4. 
Most people decided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until democracy prevailed 
in the country. "No more negotiation or discussion with the military" are the 
decisive decision of the people and they don't want to hear any demands or 
reques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solve the problems in politi-
cal ways. Otherwise, the people believe in their minds that the military coup 
will occur again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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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작가 HL의 작품, <봄의 혁명>
The Spring Revolution by HL of Myanmar

아파트 현관의 복도로 꾸며진 전시장에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버마 
군부의 쿠테타 이후 미얀마의 봄의 혁명을 기록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이 이
어지는 영상입니다. 사진 기자인 작가가 기록하는 시위의 현장은 우리의 가슴
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민간인에 대한 군부의 공격과 살상과 이에 맞서는 미얀
마 국민들의 대치 형국은 언제 끝날지 모를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군
부가 점령한 이후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찾아 오기까지 벌이기로 한 시
위를 지지하는 세계인의 응원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 우리가 안전
하다는 이유로 이웃 나라의 이러한 어려움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This work is presented in an exhibition hall decorated very much like a hall-
way of the apartment building. This video work features documentary photos 
of the spring revolution in Myanmar after the Burma military coup. The scene 
of the protest captured by the artist, who is a photographer, is heart-wrench-
ing. The attack and the violence against the civilians by the military and its 
confrontation with the citizens standing against such atrocity doesn’t see 
any end in sight. It is as if going through an endless dark tunnel. Prayers and 
support from th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with the citizens of Myanmar, 
who are committed to keeping their protest until they regain democracy. But 
now is the time for us to consider whether we have forgotten the distress of 
the neighboring country because we are safe and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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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윤영혜 (1982~) 

Young-Hye 
YOON

덧없는 덫 
EXITRAP

시간을 내어 전시장까지 당도한 관객에게 불친절하게, 혹은 황당하게 마주하
게 하는 회화는 바로 일루전(illusion)으로 이루어진 ‘닫혀진 문’ 이다. 굳게 닫
혀진 문, 또는 문은 열려있지만 통로가 없는, 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
영의 이미지 등은 전시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가고자 하는 관객들에게 ‘벽’ 혹은 
‘닫혀진 통로’만을 제공하며, 씁쓸한 속임수 회화로서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입
구도, 출구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관객은 그들의 목적지(전시장, 현대미술, 현실 사회 속에서 꿈꾸는 이상 
공간, 또는 그가 추구하는 어떠한 것 등) 에 도달했으면서도 ‘찾아갈 수 없는 통
로’를 제시했던 전시장을 나설 때 비로소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The paintings that will greet the audience - who have arranged time to ar-
rive at the exhibition - with inhospitality and absurdness is a "closed door." 
A firmly closed door, a door that is opened to no corridor, an illusionary 
image that makes a door seem opened, etc, will only provide a "wall" or a 
"closed pathway" to the audience who have come to the exhibition to ob-
tain something. In reality, since it is a sour deceptive painting, it opens no 
entrance or exit. 
Although the audience will arrive at their destination (the exhibition room, 
contemporary art, an ideal place that they dream of in the real world, or 
something that he or she desires, etc), they will truly arrive at their real 
destination only when they leave the exhibition room that has presented to 
them the "unsearchable pathway." 

<덧없는 덫>, 2011, 캔버스에 
유채, 205 × 95cm
EXITRAP, 2011, Oil on canvas,  
205 × 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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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윤영혜의 작품, <덧없는 덫>
EXITRAP by Young-Hye YOON of Korea

아파트 현관의 문 앞에 섰습니다. 살포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더니 알
고 보니 ‘문인 줄 알았던 그것’은 실제의 문이 아닙니다. 캔버스 위에 일루전을 
창출해서 그린 문과 똑같은 이미지의 ‘재현된 문’입니다. 그 옆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문이 아닙니다. 벽에 걸어놓은 ‘문 그림’일 뿐입니다. 실
재와 허상을 혼돈케 하는 그림의 마술적 효과란 최근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만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미술의 놀라운 ‘마술적 재현 기술’에 눈과 마음을 빼앗
깁니다. 작가는 눈속임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재와 허상 사이에 놓인 우리
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덧없는 덫’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
니다. 아울러 작가는 ‘여닫을 수 없는 문’을 통해서 타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마음
의 문을 열기를 기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You stand in front of a door of the apartment. You try to enter it through a 
slightly open door and realize what you thought of as a door is, in fact, not 
a door. This is a reproduced door with the same image as the door painted 
on the canvas by creating an illusion. The door next to it is closed shut. No, 
it's not a door, either. It's just a painting of a door hanging on the wall. The 
magical effect of a painting to confuse reality and illusion is nothing new. But 
our eyes and minds are easily deceived by this amazing 'magical technique 
of reproduction' of art. Young-hye Yoon raises an issue over our faith that lies 
between reality and virtuality with these deceitful paintings, saying it's like a 
transient trap. Furthermore, the artist expects that through this door that can 
be neither opened nor closed, we can open the door to the hearts of others 
that eyes canno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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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수원 출생
현, 프랑스 르 망,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Le Mans, 
France and Seoul, Korea

홍일화 (1974~) 

Il-Hwa 
HONG

빛의 놀이터 
Playground of Light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들은 입자들에 의해서 무작위로 산란이 되
곤 한다. 흡사 이 모습은 꽃잎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과도 같
다. 밝은 빛 속에서 흙과 풀, 나무, 꽃 등 다양한 자연과 어울려 마음
껏 자유분방하게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통통 튀고 
발랄한 모습이 좋다.

The lights from the sun are randomly scattered by their particles. 
This looks like petals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It is heart-warm-
ing to see children all perky and lively, who play with diverse ele-
ments of nature, such as soil, grass, trees, and flowers in the bright 
light, displaying unlimited energy. <빛의 놀이터>, 2021, 벽에 

아크릴, 340 × 470 × 270cm
Playground of Light, 2021, 
Acrylic on wall,  
340 × 470 × 2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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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홍일화의 작품, <빛의 놀이터>
Playground of Light by Il-Hwa HONG of Korea

어린이 방은 언제나 따스하고 포근합니다. 어린이가 꿈꾸는 공간이라
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 방은 노란 방입니다. 보라, 파랑, 하
양으로 가득한 노란 방! 그것은 마치 하얀 태양빛이 보랏빛과 노란빛
으로 흩뿌리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빛의 놀이터’라는 제목처럼 어린
이 방은 언제나 빛이 놀다가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꽃잎
들이 흩날리는 풍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기다립니다. 빛
이 다시 놀러오고 꽃잎이 다시 흩날리는 아침을 말이죠.

A child’s room is always warm and cozy. That is probably because 
that is a space where a child dreams. The child’s room is yellow, 
full of purple, blue, and white! It looks as if the white sunlight is 
scattered in purple and yellow rays. As the title Playground of Light 
goes, a child’s room appears to be a space where light plays or 
petals fly. A child waits for the morning when the light comes back 
to play, and the petals flutt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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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nited Kingdom

영국 런던 출생
현, 영국 런던 거주 및 활동
Born in London, United 
Kingdom
Lives and works in London, 
United Kingdom

마지스 팽이 의자 
Magis Spun Chair 

<팽이>는 금속 회전체로 앉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
까라는 탐구에서 시작되었다. 완성된 물체는 완전히 대칭적인 형태
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 의자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헤더윅 스튜디오 정보 제공 

Spun began as an exploration into whether the process of metal 
spinning could be used to create something to sit on. As the fin-
ished object would be a completely symmetrical rotational form it 
would have to be able to work as a chair whichever way round it 
was rotated. 
-Provided by Heatherwick Studio

<마지스 팽이 의자>, 2007, 
폴리에틸렌,  
66 × 91 × 91cm(이탈리아)
Magis Spun Chair, 2007, 
Polyethylene, 
66 × 91 × 91cm(Italy)

크라운 해태 소장
Courtesy of Crown Haitai

토마스 헤더윅/
헤더윅 스튜디오 (1970~) 

Thomas HEATHERWICK
Heatherwick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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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작가,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 <마지스 팽이 의자>
Magis Spun Chair by Thomas HEATHERWICK with 
Heatherwick Studio of the UK

어린이 방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고 꽃잎이 
다시 흩날립니다. 아침이 지나 즐거운 오후의 놀이 시간도 찾아왔습
니다. 마지스 팽이 의자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둥그런 팽이 의자에 앉
으니 빙글빙글 즐거운 회전 운동을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쓰러지
지 않는 의자예요. 팽이처럼 말이죠. 아름이도 나라도 팽이와 하나가 
되어 신나게 놀아봅니다.

Morning arrives at the child's room. The warm sunlight shines, and 
the petals flutter again. After the morning, the fun afternoon be-
gins. Magis spun chair welcomes us. As you sit on the round spin 
chair, the fun spinning motion starts. Do you know what’s really 
interesting? The chair never falls over, like a top. So, Areum and 
Nara, let’s have fun like a top.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344 345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셋 투 고>, 2015, 2k, HD,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6:9, 12 분 
(브라질) 
FAZ QUE VAI (SET TO GO), 
2015, 2K, HD, colour, stereo 
sound, 16:9, 12 min (Brazil)

브라질 Brazil / 아일랜드 
Ireland

브라질 브라질리아/ 독일 뮌헨 출생
현, 브라질 헤시페 거주 및 활동
Born in Brasilia, Brazil/ Munich, 
Germany
Lives and works in Recife, 
Brazil

셋 투 고 
FAZ QUE VAI (SET TO GO)

브라질 전통 무술인 카포이에라에 내재한 저항 정신에 뿌리를 둔 무용 ‘프레부(Frevo)’는 
20세기 초 브라질의 카니발 기간 군악대 앞에서 공연됐고 페르남부쿠(Pernambuco)의 
진정한 전통으로 상찬받으며 아크로바트에 가까운 표현으로 진화했다.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레부는 거리에서 무대로 자리를 옮겼고 지역 경제의 주요 
볼거리로 지방 정부의 전폭적인 홍보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흉내 내는 ‘프레부’ 댄스 스텝의 이름에서 제목을 차용한 <셋 투 고>는 프레부의 전통적
인 움직임과 신체, 그리고 카메라 시점 간의 관계를 풀이해서 보여준다. <셋 투 고>는 축
제로서의 카니발을 해체하는 차원을 넘어 대중적인 전통 형태에 대한 동시대 젠더의 역
할과 사회경제적 질문들을 네 명의 댄서들의 무용적 표현을 통해 명확히 그려낸다.

Originally connected to the idea of resistance inherent to Capoeira movements, Fre-
vo as a dance form has been performed at the front of military bands during Carnival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consequently evolved towards a quasi-ac-
robatical expression celebrated as an authentic tradition from Pernambuco. Recog-
nized in 2012 by UNESC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dance 
has moved from the streets to the stage, and its representation is strongly promoted 
by local government as the main spectacle of that region’s economy. Taking its title 
from the name of a 'Frevo' dance step that pretends a moment of imbalance, Faz que 
vai is a series of annotations on the relation between body, camera and movement 
in the documentation of this typical dance of the Northeast of Brazil. Faz que Vai 
comments on the meaning of the carnivalesque used in diverse strategies of preser-
vation of Frevo as an image, heritage and product. Beyond deconstructing its cele-
bratory form, Faz que Vai portrays four dancers that, in their own dance expressions 
articulate how new subjectivities imply gender and socio-economic questions for 
this form of popular tradition

바바라 바그너 (1980~) 

벤자민 데 부르카 (1975~) 

Barbara WAGNER &
Benjamin DE BU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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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작가 바바라 바그너 &  
아일랜드 작가 벤자민 데 부르카의 작품, <셋 투 고>
FAZ QUE VAI (SET TO GO) by Barbara WAGNER & 
Benjamin DE BURCA of Brazil

아파트 현관입니다. 두 작가로 구성된 이 그룹이 만든 영상 속에서 4
명의 댄스 퍼포머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들이 각자 음악에 맞춰 추
는 춤을 프레부 댄스라고 부른답니다. 이 춤은 브라질의 카니발 무용
과 브라질 전통의 저항 무술인 카포이에라에 기초해서 만든 창작 무
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시대 젠더의 문제나 브라질 사회의 여
러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겨운 춤에도 이러한 복잡
다기한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니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생각
들이 어떻게 춤 속에 구현되고 있는지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You are standing at the door of the apartment. The four dance 
performers in the video produced by this artist duo welcome you. 
The dance they perform to the music is called Frevo. It is a creative 
dance form based on the dance performed at Carnival and Ca-
poeira, a traditional resistance martial art of Brazil. The dance en-
compasses social issues of Brazil, including contemporary gender 
issues. It is quite intriguing that the exciting dance includes such 
complex thoughts. Let us enjoy how these thoughts are embodied 
in the dance.  

Dancers: RYAN NEVES, BHRUNNO 
HENRYQUE, EDUARDA LEMOS, EDSON 
VOGUE
Cinematographer: PEDRO SOTERO
Camera assistant: RAPHAEL MALTA 
CLASEN
Electricians: ALEXANDRE ARANHA, 
FERNANDO
Production assistant: BIA LIMA
Make up artists: RODRIGO 
CAVALCANTI, EVA VENENOSA
Editing: EDU SERRANO
Colourist: PABLO NÓBREGA
Sound: CÍCERO BATOM, WELLINGTON 
JAMAICA, WALTINHO D’SOUZA - 
ORQUESTRA POPULAR DA BOMBA DO 
HEMETÉRIO
Recording and Mixing: JEFERSON 
JAPA
Shot on the streets of Recife, 
Pernambuco, Brazil in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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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Romania

루마니아 이아시/ 티미쇼아라 출생
현, 루마니아 이아시 거주 및 활동
Born in Iasi/ Timisoara, Romania
Lives and works in Iasi, Romania

사랑스럽지 않은 전망, 사바의 미래 모습 
Unlovable Prospects. Saba’s look on the 
Future

<사랑스럽지 않은 전망, 사바의 미래 모습>은 2020년 봄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기간 중에 루마니아 이아시에서 제작된 공상과학 미니 시
리즈(환상특급 유형의)의 형식을 취한 단편 영화다.

코로나 19 위기 이전에는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픽션 장르에서나 
가능할 법했던 시나리오가 이제는 일상이 됐다. 픽션/영화와 현실 사
이를 오가며 시작하는 <사랑스럽지 않은 전망, 사바의 미래 모습>은 
코로나 19 이후의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4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 선
보인다. 실증적 정보와 추측, 창작 모델링을 결합한 이 작품은 중차
대한 시기에 자본주의 시스템과 인간의 조직 (혹은 조직의 부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Unlovable Prospects. Saba’s look on the Future is a short film that 
takes the form of a sci-fi (twilight zone type) miniseries, produced 
during the COVID lock-down spring 2020, Iasi, Romania.
Before the COVID-19 crisis, the scenarios that have now become 
a daily routine were specific to Hollywood, being isolated in the 
field of fiction. Starting from the parallel between fiction / film 
and reality Unlovable Prospects. Saba’s look on the Future pro-
poses 4 dystopian scenarios of the post-COVID future. Combining 
empirical information with speculation and creative modeling, 
this project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capitalist system and 
how people can organize (or not) at critical times.

실비아 아만세이 (1991~) 

보그단 아르마누 (1991~) 

Silvia AMANCEI &
Bogdan ARMANU

<사랑스럽지 않은 전망, 사바의 
미래 모습>, 2020, HD 디지털 
비디오, 14 분 40 초
Unlovable Prospects. Saba’s 
look on the Future, 2020, HD 
digital video, 14 min 4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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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작가 실비아 아만세이 & 보그단 아르마누의 작품,  
<사랑스럽지 않은 전망, 사바의 미래 모습>
Unlovable Prospects. Saba’s look on the Future by Silvia 
AMANCEI & Bogdan ARMUNU of Rumania

아파트의 현관 어디처럼 꾸며진 공간에 전시된 작품입니다. 이곳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만연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인간의 욕망
이 야기한 전쟁과 폭동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닥친 지구의 생
태계를 선보이는 작품들로 꾸며졌는데, 이 작가들은 이 모든 세계관
을 이 작품 안에서 한꺼번에 선보입니다. 실사 영상과 애니메이션이 
혼합된 공상 과학 형식의 이 영상 작품은 코로나19 이후의 암울한 디
스토피아적 세계관을 4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 선보입니다. 자본주
의 시스템과 인간의 문명 이기가 낳은 폐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두 작가의 암울한 전망이 우리에게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우려와 경
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This work is presented in a space decorated like a door of the 
apartment. Here, you can see the works that show the post-pan-
demic era when diseases such as COVID-19 prevail and the eco-
system in crisis due to wars, riot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ll triggered by human desire. All these world views are presented 
all at once in this work by the artists. Taking the format of sci-fi film 
where live-action and animation are mixed, this video shows the 
gloomy dystopian worldview after the pandemic in four different 
episodes. The gloomy prospect produced by the two artists who 
critically view the damage inflicted by the capitalist system and 
human civilization alerts us to be concerned over the life of the 
futur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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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언덕 위 풍경'>, 종이에 
연필, 13 × 19cm 
The Way Back Home 
‘Landscape on the Top of Hill’,  
Pencil on paper, 13 × 19cm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소장 
Courtesy of Park Soo Keun 
Museum

한국 Korea

한국 양구 출생
Born in Yanggu, Korea

박수근 (1914~1965) 

Soo Keun 
PARK

귀로 ‘언덕 위 풍경’ 
The Way Back Home ‘Landscape  
on the Top of Hill’

박수근 작품의 주제 유형은 크게 ‘귀로’, ‘노상’, ‘일상’, ‘풍경’, ‘정물’ 로 
나뉜다. 언덕 위 풍경 작품은 어머니와 아이가 일을마치고 언덕 위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귀로’, 와 ‘일상’ 주
제에 해당한다. 2006년 박수근미술관에서 구입 소장한 유화 <언덕 위 
풍경> 작품의 드로잉 작품으로 2017년 소장하였다. 
- 박수근 미술관 정보 제공

Soo Keun PARK’s favorite themes include the way back home, on 
the road, daily life, landscape, and still object. Landscape on the 
Top of Hill featuring a mother returning home with her child after 
work captures the theme of the way back home and daily life. The 
work is the drawing piece of the oil painting The Way Back Home 
‘Landscape on the Top of Hill’ purchased by PARK Soo Keun Mu-
seum in 2006 and was brought into the collection in 2017. 
- Provided by Park Soo Keun Museum

한국 작가 박수근의 작품, <귀로 ‘언덕 위 풍경’>
The Way Back Home ‘Landscape on the Top of 
Hill’ by Soo Keun PARK of Korea

한국의 유명한 박수근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귀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드로잉 작
품으로 가느다란 선묘로 풍경과 인물을 묘사한 담백한 맛
이 일품입니다.

This drawing by the famous Korean artist Park Soo-
geun shows a mother returning home with her child after 
work. Please enjoy the simple drawing of the landscape 
and the figures with thi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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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신안 출생
Born in Sinan, Korea

김환기 (1913~1974) 

Whan-Ki 
KIM

산과 새 두 마리 
The Mountain and Two Birds

산, 달, 구름, 새 등 한국의 자연은 김환기 작품의 주요 소재이며, 푸
른 색채와 간결한 추상화는 그의 독보적인 작품 세계의 근간이다. 
1963년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참석한 김환기가 과슈와 스케치북을 챙
겨 미국으로 떠난 시기(뉴욕시대 1963~1974)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
정된다. 
- 박수근 미술관 정보 제공

Whan-Ki KIM frequently featured the nature of Korea, includ-
ing mountains, moon, clouds, and birds. Blue color and simple 
abstract are the very foundation of his unique world of art. This 
work is thought to have been produced during his time in New 
York (1964~1974) after he had attended the Sao Paulo Biennale 
in 1963 and left for the United States with gouache and sketch-
books.
- Provided by Park Soo Keun Museum

<산과 새 두 마리>, 1963, 
종이에 과슈, 17x 25cm 
The Mountain and Two 
Birds, 1963, Gouache on 
paper, 17 × 25cm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소장
Courtesy of Park Soo Keun 
Museum

한국 작가 김환기의 작품, <산과 새 두 마리>
The Mountain and Two Birds by Whan-Ki KIM  
of Korea

김환기 작가의 단골 소재인 산과 새를 그린 작품입니다. 한
국 미술의 대표적인 추상화가지만 이 그림처럼 추상과 구
상의 경계를 걸터앉은 반추상의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푸른빛을 눈여겨보세요. 그가 만년에 주로 그린 푸른 추상
이 나온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This work features Whan-Ki Kim’s favorite subject, 
mountains, and birds. Although Kim is an abstract artist 
representing Korea, he produced many semi-abstract 
works that sat on the border between abstract and fig-
urative. Do you see the blue light? Remember that. This 
work somehow tells us how the artist came up with the 
blue abstraction in his later years.

©Whanki Foundation Whanki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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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동네 아이들>, 
1950년대, 은지화,  
15.5 × 11.5cm 
Family and Neighborhood 
Children, 1950s, Metal foil 
on paper, 15.5 × 11.5cm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소장 
Courtesy of Park Soo Keun 
Museum

한국 Korea

한국 평원 출생
Born in Pyeongwon, Korea

이중섭 (1916~1956) 

Jung-Seob 
LEE

가족과 동네 아이들 
Familly and Neighborhood Children

한국전쟁 이후 가족과 부산과 제주도 등지를 떠돌며 피난 생활을 전
전하던 이중섭(1916~1956)은 피난 생활 중에서도 종군화가단에 가
입하기도했고, 『자유예술』의 삽화나 「민주고발」의 표지화를 그리기
도 했다. 은지화는 1952년 무렵부터 다루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수근 미술관 정보 제공

Jung-Seob LEE (1916~1956) joined a war artist group and drew 
an illustration for Free Art and the front piece for Accusation for 
Democracy even as he wandered around as a refuge with his 
family to Busan and Jeju island. He was known to start the sil-
ver-foil drawing in 1952. 
- Provided by Park Soo Keun Museum

한국 작가 이중섭의 작품, <가족과 동네아이들>
Family and Neighborhood Children by Jung-Seob 
LEE of Korea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중섭 작가의 독특한 은지화로 단
골 소재인 가족과 아이들을 담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
았던 작가의 이력을 생각해 보면 가족이 정말 그립기도 했
겠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결한 필치로 잘 담
아냈습니다.  

This unique silver-foil drawing by famous artist Jung-
Seob LEE shows family and children, his favorite subject. 
Considering that the artist lived apart from his family, we 
can see how he missed his own family. The pining for a 
family is well captured with a simple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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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연기군 출생
Born in Yeonki County, Korea

장욱진 (1917~1990) 

Ucchin 
CHANG

나무가 있는 풍경
Landscape with the Tree

장욱진의 명륜동 시절(1975~1977)에 그려진 작품으로 가
운데 우뚝 솟은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양쪽에 집이 그
려진 유사한 도상의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 박수근 미술관 정보 제공 

One can find a certain degree of similarity among the 
works Ucchin CHANG produced during the time in 
Myeongryun-dong (1975~1977), where birds nest in a 
towering tree, and houses are on both sides of the tree.
- Provided by Park Soo Keun Museum

나무와 새
Tree and Bird

‘나는 심플하다’라는 말을 남겼던 화가 장욱진은 화가와 예
술 작품의 보편성을 단순함에서 찾았고 이를 실천한 작가
이다. 흡사 아동화와 같은 순수하고 졸박한 작품을 높게 평
가했던 장욱진은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소박한 고졸미로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현했다.

Ucchin CHANG, who once said “I am simple,” found 
the universality of artists and artworks in simplicity and 
put his understanding into practice. He thought highly 
of pure and simple paintings, which seemingly looked 
like a child’s drawing, and created a unique world of art 
through his plain, simple works.  

<나무와 새>, 1950년대, 종이에 수채, 14 × 18cm
Tree and Bird, 1950s, Watercolor on paper, 14 × 18cm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소장 Courtesy of Park Soo Keun Museum

<나무가 있는 풍경>, 1977, 종이에 매직, 26 × 18cm 
Landscape with the Tree, 1977, Magic marker on paper, 26 × 18cm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소장 Courtesy of Park Soo Keun Museum

한국 작가 장욱진의 작품, <나무가 있는 풍경>
Landscape with the Tree by Ucchin CHANG 
of Korea

단순미라고 한다면 장욱진 작가의 작품을 빼놓
을 수가 없겠죠. ‘나는 심플하다’라고 하는 간결
하지만 명확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한 입장
을 남겼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앙증맞은 집들
의 풍경이 정겹습니다. 나무 위 둥지를 튼 새들
의 지저귐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Korean artist Ucchin CHANG would be the 
most well-known artist for simplicity. He 
even left a concise yet clear statement on 
his world of art, saying “I am simple.” The 
scenery of the small houses is lovely. Maybe, 
you can hear the chirping of birds nesting in 
the trees.

한국 작가 장욱진의 작품, <나무와 새>
Tree and Bird by Ucchin CHANG of Korea

나무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자리하고 있는 두 
마리 새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단
순한 구성의 고졸미와 함께 선명한 중간 색채
가 마치 아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합니다. 
동심 가득한 순수한 화풍이 관객에게 따스한 
정서를 전해 줍니다.  

In this work, two birds sit symmetrically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a tree. The bright 
middle color, along with the simple organi-
zation, makes it like a child’s painting. The 
simple style full of the innocence of a child 
will warm your hear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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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의 물건 (White Goods) 
/ TV 속 시간은 소리 없이 빛이 
된다>, 2021 레이저 컷 목판, 
프로젝션 매핑, 가변크기
White Goods/ Time on TV 
Becomes Light without 
Sound., 2021, Laser cut 
wood, projection mapping, 
dimensions variabl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강정헌 (1978~) 

Jung Hun 
KANG

백색의 물건 / TV속 시간은 소리없이 빛이 된다 
White Goods / Time on TV Becomes Light without 
Sound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사용한 <백색의 물건>과 <TV속 시간은 소리 없이 빛이 
된다>는 목판조각 작품이다. 판화를 찍기 위해 사용하는 목판을 레이저 절단기
로 외곽선을 재단하여 목판 조각 자체가 복수성을 부여하고, 그 목판조각 위에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투사한다.

White Goods and Time on TV Becomes Light without Sound. are wooden 
prints using projection mapping technology. The outer lines of a wooden 
print for printmaking are cut out using a laser cutter. The presence of the 
engraved wooden blocks grants multiplicity, and on those prints, images 
are projected using projection mapp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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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강정헌의 작품,  
<백색의 물건 & TV 속 시간은 소리 없이 빛이 된다.>
White Goods, Time on TV becomes light without sound by 
Jung Hun KANG

여기는 아파트의 거실로 꾸며진 전시 공간입니다. 작가는 거실에 있
음직한 다양한 생활 물품을 목판에 새겨 벽에 붙여 놓고 프로젝션 맵
핑 기술을 통해 각 생활 용품에 해당하는 영상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 주전자, 방송이 끝난 듯 노이즈만 남기
고 있는 텔레비전처럼 일상 속 물품과 생활 가전 이미지가 미디어 아
트와 만나 생동감을 더합니다.  

You are in an exhibition space transformed into a living room of 
the apartment. Jung Hun KANG puts wooden boards engraved 
with various items you might see in any living room on a wall and 
projects a video corresponding to each item through projecting 
mapping technology. The images of everyday items such as a ket-
tle spewing hot steam and television sounding only noise as if the 
air time is over and media art are brought together to create even 
stronger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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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Denmark

한국 부산 출생
현, 덴마크 코펜하겐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openhagen v, 
Denmark

에바 틴드 (1974~) 

Eva 
TIND

엄마 
Mom

나는 1974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돌 무렵 덴마크로 입양됐다. 한국의 가족들과 
상봉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내 나이 스물하나였다. 나 홀로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이 낯선 고국, 나처럼 절반으로 쪼개진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는 돌아온 
한국인이다. 단 한순간도 고아였던 적이 없으나 고아처럼 입양됐고 한국 이름
은 말소됐으며 한국어를 잃어버렸다. 나의 기원은 끝이 없는 바다 같고 평생 무
엇이든 내 근원으로 삼을 수 있었다. 나를 태에 품었던 여인, 어머니를 만났지
만 언어를 공유하지 않으니 어머니와 나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기새
와 같은 아이를 먹이는 생존의 형태로. 우리 사이에 놓인 거리와 시간을 극복하
려는 시도. 언어로 분리되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어머니와 아이가 소박한 
한끼 식사, 양분을 취하여 마주 앉았다. 하지만 몸은 침묵으로 말할 것이다.

I was born in Busan in 1974. I was one year old when I was adopted to 
Denmark. It took 20 years to meet my Korean family again. I was 21 years 
old. I traveled alone around half the earth to this foreign homeland: Korea, 
a country that, like me, is divided in two. I am a returned Korean, adopted 
as if I were an orphan, even though I have never been, my Korean name 
has been obliterated, I have lost my Korean language, my origin is like 
the ocean it has no end, my whole life I have been able to originate from 
anything. I met my mother, the woman in whose womb I became, but with 
whom I do not share language and now we have to go back to the begin-
ning, she and I. Survival, that fed a child like a baby bird. Trying to over-
come the distance and time that has put between us. A mother and a child 
who are separated by language, and therefore unable to speak together, 
now gather for a simple meal, food, and nourishment but the bodies must 
speak through silence.

<엄마>, 2010, 필름, 
18 분 36 초
Mom, 2010, Film,  
18 min 36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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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작가 에바 틴드의 작품, <엄마>
Mom by Eva TIND of Denmark

우리는 아파트의 거실 공간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텔레비전이 놓
여 있고 여기에 영상 하나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영상에서 
일상 속 가족의 모습을 잔잔하고도 애틋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
다. 한 살 때 덴마크로 입양된 작가는 20년이 지나 비로소 한국에 돌아
와 친엄마와 함께 지냈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혈육인 엄
마와의 식사 자리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언어적 소통을 제대
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에 오래전 아픈 과
거의 시간이 소환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오래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누군가는 이 순간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어쩌면 진
짜 소통은 몸이 말하는 침묵과 눈빛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We are in the living room of the apartment. On the table is placed 
a TV set, and a video is played. In the video, the artist depicts a 
family in ordinary daily life in a calm and affectionate manner. The 
artist, who was adopted to Denmark when she was one year old, 
finally returned to Korea 20 years later and spent time with her 
biological mother. She tells us the episode. Having a meal with her 
own mother was not entirely happy as she could not communicate 
fully with her mother, at least verbally. The mother and the daugh-
ter were supposed to enjoy each other’s company over the meal, 
but the painful past is summoned back instead. Still, somebody left 
all alone after their parents had passed away long ago might long 
for a moment like this. Yes, the real communication may be in the 
silence and gaze.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368 369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바다 냄새>, 2017, 목재, 
폐그물, 110 × 100 × 100cm
Smell of the Sea, 2017, 
Wood, waste net,  
110 × 100 × 100cm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제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Jeju, Korea

김기대 (1979~) 

Kidai 
KIM

바다 냄새 
Smell of the Sea

쓰레기를 모으는 일은 바위틈에서 잘 익은 과일을 따고 모래 속에서 화석이나 
골동품을 발굴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다. 유리, 못, 날카로운 것들은 위험해서 
주었고, 부표는 붙어있는 따개비가 신기해서, 그물은 엉킨 모양이 너무 섬세하
고 아름다워서, 하얗게 탈색된 나무는 기원이 궁금해서 주웠다. 재료로 쓸모 있
다는 생각보다는 모으는 일이 자체가 의미 있고 즐거웠다. 

하얀 나무는 축제 무대에 들어갔고, 부표는 거대한 조랑말이 되었지만 몇 년 뒤 
매립장에 버려졌다. <바다 냄새>는 작품이면서도 쓸모 있는 푹신한 소파이기 
때문에 누군가 영원히 소장해 주기를 기대를 해본다.

Collecting litters is as fun as picking ripe fruits between rocks or discovering 
a fossil or an antique buried in sand. I gathered broken glass, nails and sharp 
things because they are dangerous, a buoy because I was amazed by the 
barnacles stuck on it, a net because the way it is woven is so delicate and 
beautiful, and a bleached wooden stick because I was curious about its origin. 
I didn’t focus on their use as materials. The act of gathering them was mean-
ingful and fun. 
The bleached wooden stick had been used in the festival stage, and the buoy 
had become a massive pony, yet both of them were thrown out to a landfill 
years later. The Smell of Sea is an artwork as well as a comfy sofa for an 
apparent use, so I hope someone will keep it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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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기대의 작품, <바다 냄새>
Smell of the Sea by Kidai KIM of Korea

아파트 거실 공간에 허름한 소파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폐
그물로 덮어 만든 리사이클링 작품입니다. 작가는 원래의 모습을 시간 속에서 
망실하고 쓰레기처럼 퇴락해 버린 허름한 재료를 모아 작품을 만듭니다. 바다 
냄새를 풍기던 폐그물로 만들어진 소파는 이제 더 이상 비릿하지만 상큼한 바다
의 냄새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가는 좋습니다. 버려진 것들이 
다시 살아나 누군가를 위해 안식을 제공해 주는 유의미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living room of the apartment is a worn-out sofa, a recycled artwork 
of which the cover is made of waste nets retrieved from the sea. The artist 
creates works with shabby materials that lost their original appearance and 
were reduced to garbage over time. The sofa made of waste nets, which 
once smelled like the sea, does not convey the fishy yet refreshing smell of 
the ocean anymore. Still, the artist is okay with that. Because the thought of 
something abandoned brought back to life and transformed into something 
with a presence that gives rest to somebody is deligh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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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 아우레우스 인티무스>, 
2017, 금속, 레진, 기계장치, 전기 
장치(CPU보드, 모터, LED, PIR 
센서), 135 × 98 × 60cm
Ala Aureus Intimus, 2017, 
Metallic material, resin, 
machinery, electronic 
device(CPU board, motor, LED, 
PIR sensor), 135 × 98 × 60c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최우람 (1970~) 

U-Ram 
CHOE

알라 아우레우스 인티무스 
Ala Aureus Intimus

아주 오래전, 지구가 품고 있던 생명의 씨앗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그 인간들 사이에서 ‘희
망’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희망은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담겨있지 못할 만큼 커
져버리면 사람의 몸을 떠나 시간의 강을 떠다니게 된다. 그렇게 태고부터 부유하던 희망의 
조각들은 바다로 흘러 들었고, 서로를 끌어당겨 점점 큰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 덩어리는 희
망을 알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존재들의 끝없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희망들이 뒤엉키고 섞여 우화(羽化)를 거듭할 수 있
는 거대한 고치(cocoon)가 되었다. 기나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 이것의 표면은 푸른 숲과 계
곡으로 덮여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섬’이라고 부르게 되었
다. 어느 날 단단해 보였던 섬의 대지가 서서히 열리고 그 틈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황금빛 
날개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막 변태(transformation)를 끝낸 이 황금빛 날개들은 
달이 지고 별만이 빛나는 맑은 새벽녘에 잠들어 있는 인간들 곁으로 날아가 그들의 꿈을 엿
듣고 고치로 다시 날아 돌아간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치의 심장에 연결하고 사람들에게서 
들은 꿈의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들려준다. 섬이라 불리는 이곳 깊숙한 곳에서 고치의 심장
은 날개들로부터 전해 들은 꿈의 조각을 모아 스스로를 치유하고 찬란하게 빛을 내며 또 다
른 황금빛 날개들을 잉태한다.

A long time ago, human beings were born from the seeds of life planted inside of the 
earth. After time had passed, a ‘hope’ was born among the human beings. That ‘hope’ 
grew larger and larger until it was unable to be contained inside the human’s mind. 
Therefore, it left the human body and floated on the river of time. The pieces of floating 
hope flowed into the vast sea, where they pulled each other closer and created an in-
creasingly enormous mass. Soon, the mass developed a hard shell to protect itself from 
the endless threats of beings. Beings that lost hope, beings that did not know. Inside of 
its protective shell, all the different hopes were entangled, mixed together, and became 
a cocoon which was able to create various parables. As time went on, the surface of the 
cocoon was covered with rich forest and lush valleys. It became a home for where the 
good people lived. They called it “The Island”. One day, The Island, which at first seemed 
hard inside its cocoon, bloomed open, and beautifully shining golden wings emerged. 
These newly transformed wings would fly over the sleeping people at the clearest mo-
ment of dawn when the moon had disappeared and only the stars shone brightly. After 
listening to their dreams, the wings would return to the cocoon. The wings, filled with 
imagination, dreams, and hopes, would connect themselves to the heart of the cocoon 
and share them. In the depths of the island, the cocoons heart collected pieces of those 
dreams, hopes, and imaginations, and healed itself and began to shine brilliantly, and 
thus conceived new golden wings, night after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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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우람의 작품, <알라 아우레우스 인티무스>
Ala Aureus Intimus by U-Ram CHOE of Korea

여기는 아파트 거실 공간 혹은 거실 너머 베란다 어디쯤일 것 같습니다. 꽃과 나
무 혹은 식물과 동물이 겹쳐진 알 수 없는 신비의 생명체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의 촉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식물의 넝쿨처럼 보이는 그
것은 관객을 향하여 반갑게 손짓을 하듯이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키네틱 생명체에 라틴어 학명을 입히고 탄생 에피소
드를 달아 주곤 하는데, 이번에도 작가는 이름뿐 아니라 출생 관련 비밀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라 아우레우스 인티무스’라는 이름과 황금빛 날개에 관
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말이죠. 작가가 만든 예술 작품이니 작가는 어쩌면 이 
신묘한 예술품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We are somewhere in the living room or the veranda next to the living room. 
An unknown and mysterious creature moves slowly. It may be a plant or an 
animal or flowers, or a tree. This creature looking like an animal's tentacles 
or a vine of a plant, tells its story as if beckoning to the audience. The artist 
always gives his kinetic creature a scientific name in Latin. This time, he 
grants not just a name but also a myth of nativity, a secret behind the name 
Ala Aureus Intimus and its golden wings. The creator of this artwork, the 
artist, may be the first one who discovers this wonderful piece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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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드는 공간>, 2016, 
강화유리에 샌딩, 유리전사, 
LED, 102 × 80 × 4cm
The Sunshine Room, 
2016, Tempered glass, 
Sandblast & LED Backlit, 
102 × 80 × 4cm

한국 Korea

한국 신안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hin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황선태 (1972~) 

Seon Tae 
HWANG

빛이 드는 공간 
The Sunshine Room

내 작업은 색과 면이 제거된 채 선으로만 경계 지어져 있다. 사물과 공간은 감
정이 사라진 중립적이고 밋밋해 보이는 선 그리고 그 선으로 이루어진 수학의 
기호처럼 건조하게 해석돼 있다. 색과 면을 제거하고 선으로만 사물을 제시하
면서 사물의 구체성은 사라지고 지시체로서 디자인된 수학기호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물의 재현이나 현실적 구체성을 설명한다기보다 감각적 제시
가 생략된 최소한의 존재감 혹은 지시로서 지각된다. 몸이 없는 개념으로서 사
물을 지시하거나 지칭하고 있을 뿐이다. 선으로 규정된 2차원의 공간 속에 빛
을 침투시켜 선으로 한정된 사물 주위의 감춰진 시간을 불러오고 잠재된 사물
의 현실의 몸을 만들고자 한다. 즉 선으로 묘사된 공간이 빛 하나로 단조로운 
선묘가 입체로서 재질과 지속성을 얻어 현실이 되어 관람자는 일상의 익숙하
게 보았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감정을 느끼게 한다. 

The boundaries in my work are defined by lines, with colors and faces elim-
inated. Thus, objects and space are subject to dry interpretation like neutral 
and dull-looking lines and the mathematical symbols made of those lines with 
no emotions at all. When presented only as lines, an object loses its specificity, 
and only mathematical symbols designed as a reference remain. That is per-
ceived as a minimal presence or instruction with sensual indications omitted, 
rather than representing an object or explaining realistic specificity. It indicates 
or refers to an object as a concept without a body. By letting lights penetrate 
the two-dimensional space defined by lines, I would like to invoke the hidden 
time around an object defined by lines and create the potential body of reality 
for the object. Space depicted with lines or simple drawing in lines is granted 
with texture and continuity as a three-dimensional object. It becomes a reality, 
reminding the viewers of a familiar place and time in their day-to-day lives and 
the emotions they felt ther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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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황선태의 작품, <빛이 드는 공간>
The Sunshine Room by Seon Tae HWANG of Korea

여기는 아파트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유리창의 블라인드를 살짝 젖
히니 맑은 아침 햇볕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작가는 강화유리
에 샌딩을 하고 전사를 거쳐 선묘의 공간 이미지를 새기고 조명 장치
를 통해서 그 위에 침투하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얹어 놓습니다. 최소
한의 선묘가 만드는 이 작품을 거실 벽에 걸어두니 창이 실제로 거기
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의 말대로, 2차원 공간 속에 빛을 침투
시켜 사물 주위의 감춰진 시간을 불러온 셈입니다.

We are in the living room of the apartment. As soon as you lift 
the blinds on the living room window, the bright morning sunlight 
pours into the living room. The artist polishes tempered glass and 
engraves the spatial line drawing image through transfer printing, 
then overlays it with the light that penetrates through the lighting 
device and shadow. Hung on the living room wall, this work of min-
imal line drawing makes you feel as if the window is actually there. 
As the artist says, light penetrating the two-dimensional space 
summons the time hidden around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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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Hungary

헝가리 센트갈 출생
현, 헝가리 헤런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4, Szentgál, Hungary
Lives and works in Herend, 
Hungary

토마스 아코스 (1954~) 

Tamas 
AKOS

빛 속에 살아 있는 생명체 
Living Material/Light-providing  
Fabric-porcelain

빛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 공기 중 부유하는 미생물, 온기를 찾아 나
선 들짐승, 일상을 시작하는 인간과 같은 모든 생물체의 생명을 지속
하게 하는 원천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환한 빛은 따스할 뿐만 아니
라 숭고하기까지 하다. 안이 텅 비어 있는 세라믹 재질의 그릇은 다
른 무엇을 담기보다 빛을 담는다. 마치 거실의 은은한 조명등처럼 따
스하고도 안온한 이 작품은 마치 그 속에 식물성의 생명체를 품은 것 
같은 신비로운 이미지를 드러낸다. 환한 빛이 세라믹을 투과시켜 창
출하는 환상적인 재생 이미지인 셈이다.

Light is the source that sustains all life; microorganisms floating in 
the air, wild animals looking for warmth, and humans embarking on 
daily life. The bright light that drives out darkness is warm and even 
noble. The ceramic bowl, which is empty inside, contains light, not 
anything else. Like a dim light in the living room, this warm, calm, and 
cozy work reveals its mysterious image as if it carries a botanical 
life. That is a mesmerizing image of revitalization created by the pen-
etration of the bright light through the ceramic.  

<빛속에 살아있는 생명체>, 
2001, 경질자기점토,  
35 × 9 × 9cm
Living Material/Light-
providing Fabric-porcelain, 
2001, Hard porcelain clay,  
35 × 9 × 9cm

한국도자재단 소장
Courtesy of Korea Ceram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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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작가 토마스 아코스의 작품, <빛 속에 살아 있는 생명체>
Living Material/Light-providing Fabric-porcelain by  
Tamas AKOS of Hungary

아파트 거실 공간에 조명등의 역할을 하는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 
빛 속에 생명체가 살아 있다고요? 아닌데요. 이 그릇 안에 생명체는 없습니다. 
표면에 어른거리는 식물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럼 작가는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조명등이 차지하는 빛을 메타포로 삼
았던 까닭으로 보입니다. 실제 생명체란 없지만 생명체를 담은 듯한 따스한 이
미지가 신비롭기만 합니다.  

In the living room, a bowl that serves as light is placed. Is there life in the 
light, as the title implies? No, there is no life in the bowl. Something that looks 
like the shadow of a plant flickering on the surface is just an image. So then 
why did the artist put such a title? Probably, the artist used light as a meta-
phor. Although there is no living organism, the warm image that seems as if 
carrying life is mysterious.

©
Ko

re
a 

Ce
ra

m
ic

 F
ou

nd
at

io
n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384 385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화가와 어머니>, 2019, 
비디오 설치, 14 분
Painter & Mom, 2019, Video 
installation, 14 min

한국 Korea

한국 김제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Kimje,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김영미 (1961~) 

Young-Mi 
KIM

화가와 어머니 
Painter & Mom

화가의 어머니는 뇌종양에 의한 알츠하이머가 깊어져 가는데 자신의 
나이는 물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한때 돈이 없어 모델을 못 구하는 자신의 딸을 위
하여 화가의 길을 독려해 주던 늙은 노모의 젊은 날 육신의 DNA가 쇠
락해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의 슬픈 고통을 설명하며 젊은 날 모성애를 
발휘해가며 헌신하던 그 시절을 떠올린 작품이다. 자신의 어머니의 
고통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기억의 잔상을 엮어 나가는 전 과정을 영
상으로 보여준다. 하나 둘 과거의 사라져가는 기억의 흔적을 되새기
려는 노력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어머니에게 독려하고 그 기억을 서
술하며 삶의 애잔한 작가의 현실을 어머니와 함께 육십 평생을 함께 
한 지난 시간을 서술하는 과정이다.

Painter & Mom is a portrait of a mother and daughter - an artist 
and her mother who suffers from Alzheimer's caused by a brain 
tumor. Although the mother’s mind and body maybe in decline, she 
shows her love and support for her daughter by posing as a model 
(like they did in the old days). The result is an artistic dialog about 
the human joys and sorrows shared within their DNA. As well, the 
daughter empowers her mother to recall their collective narrative 
by having her paint. The mother traces disappearing memories of 
the past, animating episodes of their 60-year past. The film high-
lights the life experiences that have led the mother to her situation 
and that have brought the daughter to paint. It weaves those expe-
riences one-by-one into a tapestry of pain, love,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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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영미의 작품, <화가와 어머니>
Painter & Mom by Young-Mi KIM of Korea

아파트 안에 마련된 작업실 공간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고 
사는 화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식
사 후에 다시 식사를 요청하고, 같이 지내는 딸의 이름도 잊어버리기 십상인 노
모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화가인 딸과 산책을 나서기도 하고 딸을 위해 모델을 
서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다만 어머니는 그것을 기억을 못
할 뿐입니다. 점점 더 희미해지는 기억을 붙잡고 일상을 지속하는 어머니를 보
는 일이 때론 막막하고 때론 힘겨운 일상의 연속이지만, 딸은 가끔씩 무너지는 
자신을 그림으로 치유하고 어머니의 살아계심에 그저 감사해하기로 다짐합니
다. 그 다짐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무너졌다 다시 이어집니다.

We are in a studio in the apartment. The artist, who lives with an elderly 
mother with Alzheimer's, created a video documenting her daily life with 
her mother. The old lady asks for a meal right after dinner and often forgets 
her own daughter's name. Her daily routine is simple, yet it is occupied with 
meaningful events, such as taking a walk with her daughter and posing for 
her daughter. All meaningful, yet she just doesn't remember it. Seeing her 
mother holding on to the fading memory to sustain her daily routine is some-
times daunting and sometimes heartbreaking. But the artist heals herself 
with a painting and determines to remain thankful for the fact that her mother 
is alive. That determination collapses and rises again in her day-to-day life.

<변형된 맘>, 2017,  
캔버스에 유채, 78.5 × 107.5cm
Formable Mom, 2017,  
Oil on canvas, 78.5 × 10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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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노진아 (1975~) 

Jinah 
ROH

나의 양철 남편 
My Hus Tinman

<나의 양철 남편 (2014)>은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나무꾼의 눈알이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조각 작
품이다. 이 작품은 『오즈의 양철 나무꾼』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 원래 인간의 형태
를 가지고 있었던  나무꾼은 그가 사랑하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하였다. 그가 마녀
의 마법에 걸려 의도치  않게 도끼로 몸을 부분 부분 잘라낼 때마다 그는 양철로 몸을 대체하였다. 몸
을 모두 양철로 바꾸고, 스스로 머리마저도 양철로 바꾸며 그는 자신의 변화에 기뻐하였다. 그는 반
짝이는 은색 양철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에 몸을 내주었고, 어느 순간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기
억을 잃어버리고야 말았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스스로 기계가 되어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무게에 대하여 이
야기한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남편들도 아버지들도 이 책에서 풍자하는 20세기 초의 공장 
노동자처럼 그저 마음을 잃어가며 반복되는 일에만 몰두하다, 서로에게 ‘일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미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지 않은가. 너무나 성실하고 착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
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My Tin Husband (2014) is an interactive sculpture in which the eyes of a woodman move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audience. This work was inspired by a book called The Tin 
Woodman in Oz. The woodman, who originally had a human form, worked hard to get married 
to the woman he loved. Whenever he was enchanted by a witch and unintentionally mutilated 
with an axe, he replaced his body parts with tin and even changed his head to tin, and he was 
happy with his change. He gave himself up to the convenience and beauty of the shiny silver 
tin plate, and at some point he lost his heart and lost the memory of his love. In this work, the 
artist tells the story of a man who is becoming a machine himself. It also talks about the rela-
tionship of a husband and wife who are degenerating into tools in a capitalist society. Many 
husbands and fathers living in the 21st century are just like factory workers in the early 20th 
century satirized in this book, losing their minds and preoccupied with repetitive tasks. So sin-
cere and kind, what are we living so hard for?

<나의 양철 남편>, 2014, 레진, 
초음파센서 등의 인터렉티브 
시스템,  
200 × 120 × 130cm
My Hus Tinman, 2014, Resin, 
interactive system, etc,  
200 × 120 × 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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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노진아의 작품, <나의 양철 남편>
My Hus Tinman by Jinah ROH of Korea

여기는 아파트의 이름이 특별히 없는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즈의 양철 나무꾼』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 놓여 있습
니다.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나무꾼의 눈이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입니
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법에 걸리지 않으려는 의지로 자신의 몸
을 양철로 바꾸어 가던 나무꾼이 결국 머리를 양철로 바꾸면서 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는 작가에게 진실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작품으로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렇습니다. 함께 사는 이라면 서로 사랑 안에서 일상을 함께 해야죠.  

We are in a separate space with no specific name. This kinetic art-
work where the eyes of the woodman move along the movement 
of the audience is a work inspired by The Tin Woodman of Oz. The 
story of the woodman who changes his body to tin for the sake of 
his lover and loses the fond memory of love as his head is changed 
into tin seems to have caused the artist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true love. That’s right. If we live together, then we should share 
our daily lives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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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의 자화상>, 2010, 
3채널 영상, 2 분 13 초   
10 Years Self-Portrait, 
2010, 3-channel video, 2 
min 13 sec

한국 Korea

한국 수원 출생
현, 미국 댈러스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6,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Dallas, USA

유지숙 (1976~) 

Ziesook 
YOO

십 년의 자화상 
10 Years Self-Portrait 

작가 본인이 10년간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기록한 자화
상(Self portrait) +영상

하루에 한 장, 한 달에 30장……. 

프리미어에서, 1초에 30프레임이 필요한데 나의 하루를 1 프레임 에 
담으면 한 달이 1초의 분량이 된다. 한 달 동안 찍은 사진은 단 1초 동
안 상영되는 30컷의 포토몽타주가 된다. 사진을 찍지 못한 날은 블랙
(black)으로 보인다. 1년은 12초, 10년이면 120초 결국 2분의 영상이 
된다. 몇 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영상은, 아주 짧은 시간 속에 나의 
시간을 담고 있다. 소리 또한 일상의 소리를 수집한 다음에 1프레임
씩 잘라서 집어넣는다. 때론 사진의 이미지가 비슷하듯 소리는 반복
되기도 하고 괴기한 소리를 자아낸다. 하루와 하루 사이는 단절되어 
있고, 소리 또한 그렇다. 결국 이 작업은 '단절된 시간들의 연속성'을 
그리고 있다. 단절된 시간들이 연속되는 비디오 물은 일상을 담고 있
지만, 그 소리와 영상의 흐름이 일상과는 멀게 느껴질 것이다.

The work is made of self-portrait photography taken by the artist 
every morning over the last decade and a video. 
If you take one picture a day, you end up having 30 pictures a month. 
Premier requires thirty frames per second, so if I put one day into one 
frame, then one month makes one second. The pictures taken over a 
month turns into a thirty-cut photo montage that goes on for only one 
second. For a day, when a picture was not taken, it’s all black. One 
year becomes twelve seconds, and ten years, 120 seconds or two 
minutes in the video. Given the long hours of several years, the video 
captures my time in only a couple of minutes. Sounds of daily life 
were collected and cut per frame and then inserted. As the images 
are similar at times, the sound is sometimes repeated and gets eerie. 
Days are interrupted and so is sound. The work is, ultimately, about 
the continuity of interrupted times.’ The video where interrupted and 
cut-off times continue contains a daily life, yet the sound and the 
flow make it quite far from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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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유지숙의 작품, <십 년의 자화상>
10 Years Self-Portrait by Ziesook YOO of Korea

여기는 아파트의 침실입니다. 벽면에 투사되고 있는 영상 작품은 작가가 10년 
동안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었던 무수한 
자화상 사진을 빠른 속도로 이어 붙여 완성한 것입니다. 작가는 10년 동안을 매
일 카메라와 같이 일상을 시작했던 셈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맨 얼굴로 자화상 
사진을 찍는다니!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은 세계와 대면한 한 예술가의 ‘솔직한 
내면의 순수 초상’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전업 작가로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
지만, 작가에게 이 작업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업으로 남았습니다.

This is the bedroom in the apartment. The video work projected on the wall 
is the collection of the countless self-portraits taken by the artist as soon as 
she woke up every morning for ten years. This means that the artist started 
her day with the camera for ten years. A woman taking a selfie as soon as 
she wakes up! In that regard, this is a pure portrait of an honest inner person 
who confronted the world. Although she works on a different project as a 
full-time artist, this work is still like her othe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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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8,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김노암 (1968~) 

No Am 
KIM

손목 위의 시간
Time on the Wrist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부녀인 쿠퍼와 머피의 기계식 오토
매틱 시계는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인다. 첨단 디지털 이미지와 
고색창연한 오토매틱 손목시계가 교묘하게 연결되어 우리의 상상력
을 자극하며 정서적 즐거움을 준다. 실제 우주 공간에서 그리고 심지
어 블랙홀 속에서도 시계는 정상 작동한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뭐 어
떤가. 우리의 상상력과 공감 능력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며 아름다
운 경험을 성취해낸다. 밀레니엄 이전까지도 정밀 기계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였던 시계 산업이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몰락하였다. 
나는 시계 전문가가 아니다. 취미로 시계를 좋아하게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느낀 시계 문화와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물건인 시계의 다
양한 감성을 생각해 보며 시계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적었다. 시계는 
과학이자 기술의 영역에 있으며 공예이거나 예술 분야에 속하며 디
자인과 패션 나아가 당대의 문화적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담고 있
다. 이번 참여 작품은 내가 수집한 시계들을 기반으로 한 설치미술과 
84세, 74세 원로 시계 장인과의 인터뷰, 빈티지 시계 애호가, 유통업
자 등과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될 것이다.

In the drama film Interstellar, the automatic wristwatch of Cooper 
and Murphy, the main characters, serves as a tool to save humanity. 
Advanced digital images and the antique automatic wristwatch are 
mysteriously connected to stimulate our imagination and give emo-
tional pleasure.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e watch functions perfect-
ly in space and even in a black hole. But who cares. Our imagination 
and empathy work perfectly and produce a beautiful experience. 
Unfortunately, the watch industry,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the precision machinery industry until the millennium, col-
lapsed completely in Korea. I am not a watch expert. Yet, as I came 
to love watches, I’ve considered various emotions of a watch, which 
contains aesthetic values as well as its culture, and written down my 
thoughts on a watch. A watch belongs to the terri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rt and handcraft. It represents design and fashion, 
and cultural senses as well as the lifestyle of the time. The work will 
feature an installation based on my watch collection and interviews 
with 84-year old and 74-year old watch artisans, a vintage watch 
curioso, and a distributor.  

<손목 위의 시간>, 2021, 
수집한 시계 200여개, 
혼합재료, 인터뷰 영상, 
가변크기
Time on the Wrist, 2021, 
Collected 200 watches, 
mixed media, interview 
video,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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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김노암의 작품, <손목 위의 시간>
Time on the Wrist by No Am KIM of Korea

여기는 아파트의 서재 공간입니다. 이곳은 거주자의 취미와 취향을 가득 담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획자이기도 한 작가는 이 공간에 수년간 수집했던 200여 
개의 빈티지 손목시계를 출품합니다. 촌각을 다투며 살았던 기획자의 관심이 반
영된 취미 생활이기도 했겠지만 작가는 오묘한 조형 세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장가의 라이프스타일을 가늠하는 잣대로 손목시계 수집에 관심을 기울여 왔
습니다. 작가는 이 콜렉션과 더불어 빈티지 시계 수리공과 나누는 인터뷰 내용
을 영상으로 함께 선보입니다.

We are in the study in the apartment. This space reveals the tastes and 
interests of the resident. The artist, who is also a curator, presents over 200 
vintage wristwatches that he has collected over the years in this space. The 
vintage wristwatch collection reflects his life as a curator in a constant race 
against the time, as well as his interest in the mysterious world of sculpture. 
Furthermore, he has been interested in the wristwatch collection as a mea-
sure of a collector’s lifestyle. Along with the collection, the artist presents 
interviews with vintage watch arti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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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SE14101 꿈꾸는 책-도서관 
프로젝트>, 2019-2020, 책, 
책꽂이, 가변크기
020SE14101 Dreaming book-
Library Project, 2019-2020, 
Plucked-off books, bookcase,  
dimensions variable

한국 Korea

한국 예천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Ye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Paju, Korea

이지현 (1965~) 

Ji Hyun 
LEE

020SE14101 꿈꾸는 책-도서관 프로젝트
020SE14101 Dreaming Book-Library Project

책은 시대성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인류의 사상, 문화, 행동, 경제 등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 기록을 담아낸다. 이지현은 60~70년대 책들
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말한다. 일찍이 프
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한 해체는 기존 텍스트 안에서 절대
적으로 군림된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말한다. 그럼으로
써 대상을 무력화하거나 속박하는 성질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이라
고 덧붙인다. 돌아보면 창의적 변화는 보편적 개념 및 형식의 해체와 
융합, 새로운 가치 창출을 단계로 이어진다. 그렇게 예술은 끊임없이 
갱신되어 왔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에도 책의 본질을 파괴하면서 새
로운 가치를 내세우는 방법적 측면이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로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책들은 작가의 해체와 융합을 거쳐 
미적 오브제로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작가의 변증법
적 방법론은 책의 본질에 대한 아름다움으로의 접근이다. 소통이 멈
춰버린 지나간 책은 작가에 의해 다시금 우리와 소통되는 무엇으로 
변모된다. 비로소 책들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Books are containers of the zeitgeist, which capture all the intel-
lectual activities of humanity, including ideology, culture, actions, 
and economy. Lee says that he chose the books from the 1960s and 
1970s as they represent his identity. A French philosopher, Jacques 
Derrida, describes deconstruction as breaking down the existing 
perception, which has absolute dominance within the existing texts. 
In that process, deconstruction liberates an object from its incapac-
itating or binding nature, he adds. Looking back, one can see that 
creative change leads to the deconstruction and fusion of universal 
concepts and forms and the generation of new values. Thus, art has 
been constantly renewed. The work of the artist is similar to this in a 
way that the work deconstructs the nature of books and brings forth 
new values. Books that are losing their standing as a medium are 
granted a new function as an aesthetic object through the artist’s 
deconstruction and fusion. Books of the past, which ceased com-
munication, are transformed into something that can communicate 
with us. Thus, the dream of books finally come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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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지현의 작품, <020SE14101 꿈꾸는 책-도서관 프로젝트>
020SE14101 Dreaming Book-Library Project by Ji Hyun LEE of Korea

아파트의 서재 공간입니다. 이곳에 정말 서재가 꾸며졌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전시
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좀 이상하네요. 책 표면을 보푸라기가 뒤덮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작가가 오래된 책들을 날카로운 철심으로 뜯어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입
니다. 두꺼운 책들은 표지와 낱장마다 뜯겨져 구멍을 숭숭 내면서 무게를 덜어낸 탓일까요? 
작업을 마친 책들은 겉보기에 마치 솜털처럼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게는 원래의 무
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이책이 지닌 위기의 시대에, 작가는 지식의 보고로서
의 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학문이 새로운 사유를 통해 다시 써지듯이 그의 책은 우리의 관습
에 머물던 책의 위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중심과 주류에 대한 해체를 통
해 ‘다시 읽기’를 강조하던 데리다의 해체 철학을 시각적으로 훌륭히 성취했다고 평할 수 있
겠습니다.

We are in the study in   the apartment. Here is a real library. Bookcases full of books fill 
the entire space. But something is wrong with the books. It looks like the books are 
covered with lint. That is attributable to the artist, who tore the old books off with a 
sharp iron pin. Thick volumes with their covers and pages torn off and holes here and 
there look as light as a feather at a glance. In the age of the crisis of paper books, the 
artist poses a question about books as the treasure of knowledge. Just as science is 
rewritten through new thought, his book transforms the status of books that have been 
reduced to customs. In that respect, one can say that this work has visually accom-
plished the deconstruction philosophy of Derrida, who emphasized re-reading through 
the deconstruction of the center and the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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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순간들>, 
2012-2014, 와인병 750cc(12), 
납작한 와인병 11.5 × 30cm (12), 
소주병 10 × 20cm (12), 아크릴 
물감, 가변크기
Memorable Moments, 2012-
2014, 750cc wine bottles(12), 
flat wine bottle 11.5 × 30cm 
(12), soju bottle 10 × 20cm 
(12), acrylic paint, dimensions 
variable

한국 Korea

한국 청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Cheo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유정혜 (1960~) 

Jounghye 
YOO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순간들 
Memorable Moments

이 작품은 와인 병과 소주 병을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한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작업실에서 함께한 와인
기쁜 일을 기념하며 마신 스파클링 와인
슬플 때, 누군가의 슬픔을 나눌 때 마셨던 깊은 레드 색상의 와인……
와인을 다 마신 뒤, 와인병이 지닌 심연의 그린 빛 색상과 곡선의 유려
함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하나 둘 놔둔 것이 작업실 한 켠에 무심
히 쌓여갔다.
나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했던 와인들…..
이 와인병에 가장 아름답고 잊혀지지 않는 기쁨, 슬픔, 즐거움의 순간
을 담으리라.
이 와인병 작품들은 ‘셰이프트 캔버스’이다.
즉 창작된 작품과 주변의 벽면, 들판, 테이블 위의 사물들이 한 공간에
서 조우하며 또 다른 풍경은 이루어 하나의 작품으로 보인다.

The work recycled and upcycled wine bottles and the bottles of Soju, 
Korean liquor. 
A bottle of wine I enjoyed with good people in my studio, a bottle 
of sparkling wine I had in celebration, a bottle of dark red wine I 
drank when I was sad and as I comforted someone in sorrow… 
Even after emptying them, I couldn’t throw them away for their 
deep green color and elegant curvy shape. So, they were piled up 
in one corner of my studio. Those bottles of wine were together 
with me in my precious moments. Thus, I was determined to put 
the most memorable moments of joy, sorrow, and pleasure in them. 
These wine bottles are shaped canvas. 
The wine bottles are shaped canvas. That is, the created work, 
walls surrounding it, field, and the objects on the table come to-
gether in one space and form another landscape to appear to be 
another ar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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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유정혜의 작품,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순간들>
Memorable Moments by Jounghye YOO of Korea

이곳은 아파트의 주방입니다. 작가는 한쪽 벽에 여러 개의 와인병과 소주병을 납
작하게 눌러서 걸어놓았습니다. 병 표면에는 저마다 다른 꽃들이 그려져 있습니
다. 기쁜 날을 기념하고,  슬픈 날을 위로하면서 작가와 함께했던 술병들이 일상의 
공간에 하나둘 쌓이면서 버려질 것들이 늘어갔지만 작가는 이내 그것을 버리지 못
합니다. 기쁨을 기억하고 슬픔을 위무하던 술병들을 과거 속에서 하나둘 소환하여 
손으로 다듬고 붓으로 어루만져 하나씩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작가의 오
브제 아트 혹은 리사이클링 아트는 그렇게 기억을 머금고 태어났습니다.

We are in the kitchen. On one side of the wall, the artist hung several 
wine bottles and soju bottles pressed flat. Different flowers are painted on 
the surface of the bottle. Those wine bottles celebrated a good day and 
comforted the artist on a sad day. Even when those bottles were piled up, 
she couldn’t readily throw them away. So instead, the artist brought back 
up those bottles, which were with her in the moments of celebration and 
sorrow, polished them by hand, and stroked with a brush to transform them 
into works of art. This is how the artist's object art or recycled art carrying 
her memory was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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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인스톨레이션>, 2001, 
석기 점토, 41 x 31cm
Tofu Installation, 2001, 
Stoneware clay, 41 x 31cm

한국도자재단 소장
Courtesy of Korea Ceramic 
Foundation

대만 Taiwan

대만 핑텅 출생
현, 대만 거주 및 활동
Born in Pingtung, Taiwan
Lives and works in Taiwan

칭 리앙 첸 / 
아 레온 (1961~) 

Ching-Liang CHEN /
Ah LEON

두부 인스톨레이션 
Tofu Installation

<두부 인스톨레이션>은 중국 도자예술 철학과 대만의 문화적 전통
을 현대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만 작가 아 레온의 작품이다. 오
랫동안 사용하여 낡아 보이는 듯한 나무판과 녹슬었지만 단단하게 
고정된 못, 반듯하게 칼로 자른 두부 토막 등은 작가의 치밀한 관찰
력과 기술적인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극사실주의 표현 
기법을 흙이라는 재료가 지닌 자유롭고 섬세한 표현력을 최대한 보
여주고 있다. 
- 한국도자재단 정보 제공

Tofu Installation is by Ah Leon, a Taiwanese artist who expresses 
the Chinese ceramic art philosophy and the cultural tradition 
of Taiwan through contemporary sculpture.Perceivably worn-
out wooden board, rusted yet firmly fixed nails and neatly cut 
tofu pieces show the artist’s thorough observation and technical 
perfection. The work uses soil as a material, which is capable of 
depicting things freely and delicately to present hyperrealism as 
a way of expression. 
- Provided by Korea Ceram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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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작가 칭 리앙 첸/ 아 레온의 작품, <두부 인스톨레이션>
Tofu Installation by Ching-Liang CHEN/Ah LEON of Taiwan

여기는 아파트의 주방 공간입니다. 싱크대 위에 ‘두부 인스톨레이
션’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올려놓았습니다. 막 요리가 들어갈 태세입
니다. 아니, 그런데 이 두부는 실제 두부가 아니군요. 실제 두부처럼 
흙을 잘 빚고 극사실주의로 만들어 소성한 도조 작품입니다. 조각의 
언어를 빌려와 세심하게 매만진 이 작품은 사실과 허구 사이에 놓인 
미술의 효용성을 성취하면서 작가만의 실감나는 조형 언어를 선보
입니다.

We are in the kitchen. A work titled Tofu Installation is placed on 
the sink. It's all ready to be cooked. Well, this is not real tofu. It is 
a hyper-realistic porcelain work made from clay, shaped like real 
tofu, and fired. This work, delicately shaped with the language 
of sculpture, achieves the utility of art placed between fact and 
fiction, displaying the artist's authentic formative language.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412 413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과테말라 Guatemala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출생
현, 과테말라 시티와 멕시코  
시티 거주 및 활동
Born in Guatemala City, 
Guatemala
Lives and works in Guatemala 
City, Guatemala and Mexico 
City, Mexico

다리오 
에스코바르 (1971~) 

Darío 
ESCOBAR

무제 / 50% 업 50% 다운 
Untitled / 50% Up 50% Down

작가가 재료로 사용한 종이컵과 시리얼 박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켈로그와 같은 세계적 브랜드는 현지의 입맛과 상관없이 전 세계인들의 식문
화를 장악했다. 작가는 이 컵에 금박 배경을 입히고 17세기 종교화에서 사용하는 템페라 
화법의 꽃 디자인을 얹는다. 종이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맥도날드의 로고는 십자
가의 아우라와 같이 분명한 신념의 대상이자 동시에 다중의 기표가 된다. 이러한 오브제
들을 통해 작가는 일상을 구성하는 소비재가 가진 권력과 소비주체 간의 관계를 다시보
기를 청한다.

These material objects, the cardboard cup and cereal boxes, are recognizable 
throughout the world. The franchises of the most famous fast food chains have cap-
tured the culinary imagination of the world’s youth regardless of local flavors. Most 
often it is Coca Cola,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commodities, that is served 
in these cups. McDonald’s and Coca Cola together are surely the definitive global 
trademarks. The plastic cap and straw complete the sense of a thing to be thrown 
away.
The surface of the objects become the support for painting. The object is trans-
formed from being an active object to being a signifier. That is, the cardboard cup 
stands for all that is McDonald’s, something that is intensified by the fact that the 
McDonald’s logo is not painted over. The small trademark of the red background 
and gold letters and golden arches or “M” remains visible just below the lip with its 
plastic cap. But then the cup is painted with a gold leaf (pan de Oro) background on 
which is a tempera painted floral design, taken from the painted mantle of a sev-
enteenth century polychrome sculpture of the Virgin Mary, whose cult w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by her de Ella painted sculpted image. On these objects, there 
is an intentional play between object and image that asks the viewer to recognize 
both what they imply and what together they suggest.

<무제>, 2000/2003, 판지, 금박,
안료, 20 × 8 × 8cm (위)
Untitled, 2000/2003, Cardboard,
gold leaf, pigments,
20 × 8 × 8cm (up)
<50% 업 50% 다운>, 2001, 판지,
금박, 안료, 29 × 19 × 7cm (2) (아래)
50% Up 50% Down, 2001,
Cardboard, gold leaf, pigments,
29 × 19 × 7cm (2)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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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작가 다리오 에스코바르의 작품, <무제 / 50% 업 50% 다운>
Untitled / 50% Up 50% Down by Darío ESCOBAR of Guatemala  

아파트의 주방 공간입니다. 싱크대 위 수납공간에 올려놓은 작품을 보시죠. 이 작
품은 맥도날드 종이컵과 시리얼 박스를 그대로 가져와 그 위에 금박을 입히고 다
시 그 위에 17세기 당시의 회화 방식을 응용하여 템페라로 꽃을 그린 것입니다. 그
러니까 실제 오브제를 가져와 예술품으로 전환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흥미로
운 것은 시리얼 박스 윗부분을 금박으로 입히면 50퍼센트의 가치가 상승하고 금박
을 입히지 않은 아랫부분은 가치가 하락된다는 너스레를 떨고 있는 작가의 재기발
랄한 위트와 같은 것입니다. 작가는 폐지가 되어 쓰레기가 될 운명에 있던 있던 포
장 박스를 금박을 씌우고 예술의 옷을 입혀서 구원합니다.

We are in the kitchen. Take a look at the artwork placed on the cupboard 
above the sink. It is a tempera painted floral design, taken from the mantle 
of a seventeenth century, on a McDonald's paper cup and a cereal box 
coated with gold leaf. In other words, a real-life object was turned into an 
artwork. It is pretty fun to hear this witty artist’s joke that the value of the 
top half of the cereal box painted with golden leaf is up by 50% while that 
of the bottom half without golden leaf application is down. Thus, the artist 
saves a cereal box that was destined to be thrown away by covering it 
with gold leaf and clothing it with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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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광성 발>, 2000, 도자 점토, 
85 × 30 × 10cm
Translucent Bowl, 2000, 
Ceramic clay, 85 × 30 × 10cm

한국도자재단 소장
Courtesy of Korea Ceramic 
Foundation

체코 Czech Republic

체코 트루트노프 출생
현, 체코 오블라노프 거주 및 활동
Born in 1948, Trutnov, Czech 
Republic
Lives and works in Oblanov, 
Czech Republic

밀란 코우트 (1948~) 

Milan 
KOUT 

투광성 발 
Translucent Bowl

표면에 작은 타공이 무수하게 많은 이 작품은 도자기를 숨쉬는 존재로 만든다. 
그릇에 담은 물건들이 지닌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하게 만든 이 도자기는 밑
면을 둥그렇게 처리함으로써 가볍게 흔들리게 된다. 작가는 이를 ‘요람 효과’라
고 말한다. 요람과 같은 형상, 창문과 같은 격자 무늬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현
대 생활 자기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 한국도자재단 정보 제공

Countless tiny holes on the surface make the porcelain bowl a living, 
breathing being. The bowl is designed to discharge water from the object 
contained in it. Its rounded bottom causes it to wobble to a certain extent, 
creating a ‘cradle effect’ as the artist calls it. The cradle-like share and a 
window-like lattice pattern make the work worthy of being called porcelain 
for modern life. 
- Provided by Korea Ceram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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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작가 밀란 코우트의 작품, <투광성 발>
Translucent Bowl by Milan KOUT of Czech Republic  

아파트의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 특이하게 생긴 도자기 그릇이 있습
니다. 무엇인가 담겨 있어야 할 그릇의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무수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이 도자기 표면에 있다고
요? 네, 작가는 도자기 표면에 격자형 무늬를 입히고 세밀하게 타공
하여 도자기를 숨 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투광체의 그것은 얇지
만 단단한 도자기 재질을 가벼운 반투명의 재료처럼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are in the kitchen. Here's a peculiar-looking porcelain bowl. 
On the surface of the bowl, which is supposed to contain some-
thing, are countless tiny holes. Really? Tiny little holes on the 
surface of porcelain? Yes, the artist applied a grid pattern on the 
surface of the bowl and delicately drilled it to make the porcelain 
bowl a living, breathing being. With this, the bowl made of thin 
but hard porcelain material looks like a light transluce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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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Poland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출생
현, 폴란드 그단스크 거주 및 활동
Born in Bielsko-Biala, Poland
Lives and works in Gdansk, 
Poland

안카 레스니악 (1978~) 

Anka 
LESNIAK

식사의 안무 
The Choreography of Eating

비디오 퍼포먼스 작품 <식사의 안무>는 먹는 것과 관련된 몸짓과 포즈에 주목
한다. 퍼포먼스는 식사 과정, 그리고 식사 중에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
과 관련된 문화적 습관을 성찰한다. 문자적 의미로 이해된 미각이 시각보다 열
등하다고 간주하며 여성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캐롤린 코스마이어
의 『페미니즘 미학 입문』 등의 서적을 포함해 미각을 고찰하는 철학자들의 글
에서 발췌한 인용구들이 몸짓에 따라 제시된다. 본 작품은 여성과 음식의 이미
지, ‘소비 행위’와 관련된 일부 문화적 클리셰와 고정관념을 논한다. 영상은 테
이블에서도 전시가 가능하다. 

The video-performance will focus on gestures and poses related to eating. 
The performance will reflect on cultural habits related to the process of 
eating and some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behaviors during the 
meal. The gestures will be accompanied by quotations from the writings of 
philosophers reflecting on the sense of taste including such publications 
as Gender and Aesthetics by Carolyn Korsmeyer, where she proves that 
the sense of taste understood in its literal meaning, was considered as 
inferior to the sense of sight and defined as feminine. The video-perfor-
mance will comment on some cultural clichés and stereotypes related to 
the images of women and food and ‘the act of consumption.’ The video can 
be also displayed on a table.

<식사의 안무>, 2021, 영상,  
11 분 54 초
The Choreography of Eating, 
2021, Video, 11 min 5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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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작가 안카 레스니악의 작품, <식사의 안무>
The Choreography of Eating by Anka LESNIAK of Poland

아파트의 주방 공간입니다. 식탁이 자리한 벽면에 걸려있는 모니터에 영상 작품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다양하게 먹는 방식을 실험하는 작가의 비디오 영상이 
그것입니다. 이 영상 작품은 한편으로는 진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블랙 유머처럼 
능청스럽기도 합니다. 작가는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사과 조각을 우아하게 먹는가 
하면 손으로 사과를 집어 들고 게걸스럽게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먹기 실습이란 
여성에게 예의와 격식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훈육을 거부
하려는 페미니스트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작가는 식탁에서의 고
정 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욱조여 왔는지를 거칠지만 지적인 영상으로 선보입니다.

A video work is being screened on a monitor hanging on the wall next to a 
dining table in the kitchen. The video shows the artist experimenting with 
various ways of eating apples. This video work is serious but sly, like black 
humor. The artist gracefully eats the apple slices with a fork and knife or 
picks up an apple with her hands and devours it. Such an eating practice 
is in line with feminist activities rejecting the discipline imposed on women 
in the patriarchal society in the name of etiquette and formality. The artist 
presents a crude but brilliant video work showing how stereotypes at the 
dining table have suffocate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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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세트-은매화>, 2004, 
자기점토, 22 × 22 × 4cm
Porcelain Set-Myrtle, 2004, 
Porcelain clay, 22 × 22 × 4cm

한국도자재단 소장
Courtesy of Korea Ceramic 
Foundation

독일 Germany

독일 밤베르크 출생
Born in Bamberg, Germany

도리스 방크 (1964~2019) 

Doris 
BANK

자기세트-은매화 
Porcelain Set-Myrtle

유럽에서 밀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은매화는 아름다울뿐 아니라 매혹적인 향
기를 품은 까닭에 결혼식의 꽃다발로 애용되면서 우리에게 축하의 상징처럼 
간주되어 왔다. 또한 이 꽃은 계절과 상관 없이 싱그러움을 간직하는 상록수이
기 때문에 재생과 부활의 의미마저 함유한다. 그래서일까? 은매화의 꽃잎을 형
상화한 이 자기 세트는 생활자기로부터 예술자기로 그 위상을 옮겨 간다. 은매
화의 상징처럼 반짝이는 분홍빛 혹은 흰빛의 꽃잎이 살포시 이 내려 앉은 듯한 
이 작품은 생의 아름다움과 환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예술 자기가 품은 고상
미를 유감없이 선보인다. 
- 한국도자재단 정보 제공

Myrtle is beautiful and gives a captivating fragrance, so it has been fre-
quently used as a wedding bouquet and regarded as a symbol of celebra-
tion. Furthermore, as it is evergreen, which keeps its freshness throughout 
the year, it symbolizes revitalization and resurrection as well. This is 
probably why this porcelain set in the shape of the petals deserves to be 
considered porcelain art, not just an everyday item. The work, which looks 
as if glittering pink and white petals fell on it gently, exposes its elegance 
as porcelain art, pouring the beauty and joy of life onto us.  
- Provided by Korea Ceram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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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가 도리스 방크의 작품, <자기세트-은매화>
Porcelain Set-Myrtle by Doris BANK of Germany

이곳은 아파트의 주방 공간입니다. 그릇 받침이 있는 우아한 자태의 그릇은 어디
선가 본 듯한 식물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날렵하고 유려한 외형 때문일까요? 은
매화라는 이름의 식물 형상을 품은 이 작품은 유려한 형식미에 기인하는 ‘그릇 같
지 않은 그릇’의 위상을 드러냅니다. 실용보다 미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요철이 있는 도자기 표면 위에 잔잔하게 얹어진 패턴 무늬를 통
해서 이 도자기가 자연의 어디에서 발원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아
시나요? 은매화는 향기가 매혹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도자기에서 향기가 나
는지 확인해 볼까요?

The elegant bowl with a saucer resembles a plant you’ve seen some-
where. It’s probably because of its sleek and elegant look that this work 
named myrtle boasts its presence bigger than that of a bowl attributable 
to its refined style. This work, which seems to pursue aesthetic balance 
over practical use, creates an illusion with the pattern gently placed on the 
uneven surface of it that it originated from nature. Do you know that the 
myrtle has a fascinating scent? Let’s see if this porcelain work gives out 
such a magnificent aroma.

©
Ko

re
a 

Ce
ra

m
ic

 F
ou

nd
at

io
n



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428 429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산호 꽃병>, 2001, 자기점토, 
무유, 17 × 11 × 11cm
A Coral Vase, 2001, Porcelain 
clay, unglazed ceramic,  
17 × 11 × 11cm

한국도자재단 소장
Courtesy of Korea Ceramic 
Foundation

벨라루스  
Republic of Belarus

벨라루스 그로드노 출생
현, 벨라루스 그로드노 거주 및 활동
Born in Grodno, Republic of 
Belarus
Lives and works in Grodno, 
Republic of Belarus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 (1960~) 

Yauheni 
ADZINOCHANKA

산호 꽃병 
A Coral Vase

액체 상태의 점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여러 층을 쌓아가는 적하 기
법으로 제작한 꽃병이다. 유약을 시유하지 않아 빛을 흡수하는 표면
의 질감은 작품의 모티브인 산호와 더욱 가까운 느낌을 준다. 섬세하
고 장식적인 작품으로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 한국도자재단 정보 제공

The vase was produced using the technique of dripping liquid 
clay drops. The vase was not glazed, creating a texture much 
closer to that of a coral, the motif of the work. The delicate and 
decorative work gives an elegant and extravagant feel.
- Provided by Korea Ceram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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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작가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의 작품, <산호꽃병>
A Coral Vase by Yauheni ADZINOCHANKA of Belarus

수분을 듬뿍 담은 묽은 점토를 기본적인 조형 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
는 적하 기법을 통해서 여러 층을 쌓아가며 만든 이 꽃병은 바닷속 산호
와 같은 표면 질감을 드러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거칠어 보이는 
표면이 더욱더 산호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할까요? 바다속 난파선으로
부터 건져 올린 보물 혹은 오랜 세월 바다 아래 잠자고 있던 유물처럼 보
이기도 하는 이 꽃병은 이름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This vase, which was made using the technique of dipping liquid 
clay drops, boasts a texture much closer to that of a coral. The 
rough, unglazed surface highlights its coral-like texture. Looking 
like a treasure salvaged from a shipwreck or antiquity hidden un-
der the sea for ages, this vase is just as captivating as its name.

©
Ko

re
a 

Ce
ra

m
ic

 F
ou

nd
at

io
n



7.   성능경 Neung-Kyung SUNG(1944~), 한국 Korea
8.   왕치(윤진섭) Wangzie(Jin-Sup YOON, 1956~), 한국 Korea
9.   이경호 Kyung-Ho LEE(1967~), 한국 Korea
10. 유진규 Jin-Gyu YU(1952~), 한국 Korea
11. 바바라 미하이 Barbara MIHÁLY(1988~), 헝가리 Hungary
12. 극단 새날 서미화 Creative group Sae-Nal, 
  Mi-Hwa SEO(1974~), 한국 Korea.

1.  전병철 Byung-Cheol JEON(1965~), 한국 Korea
2.  김현주, 조광희, Hyun-Joo KIM(1975~), 
 Kwang-Hee CHO(1968~), 한국 Korea
3.  예술장돌뱅이  Art  Nomadic Trader(2012~), 한국 Korea
4.  정하응 Ha-Eung JUNG(1961~), 한국 Korea
5.  이광영 Kwang-Young LEE(1955~), 한국 Korea
6.  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2014~), 한국 Korea

재생 4. 스트리트
Revitalization 4. 
STREET

전시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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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정서’로 가늠하여, 이를 2021년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환기해야 할 커뮤니티아트의 지향
점으로 본 것이다. 

비대면 시대에 공동체예술이 지녀야 할 태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도적으로 큰 제약을 받는 비대면의 
시대에 참여자와의 깊은 소통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예술을 
실현하기란 그것이 지닌 예술 방법론적 전제 조건을 무색
하게 만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비대면의 최전방 
현실에 놓인 재래시장에서 전시를 통해...) 참여와 과정의 
중시, 실시간 기록과 아카이브의 가치 확립 등 예술가들의 
‘이타적’, 문화사회적 윤리관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아
트의 공식화된 규범이 어쩌면 예술을 하는 자들의 이기적
인 아집으로 만 보여 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환되었다. 여기
서 필요한 것은 예술가들의 더 많은 노력과 진정성을 담보
로 기존 커뮤니티아트의 전형에 유연성을 부가하고 참여자
와 타자,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상호
간의 문화의식에 대한 조율과 균형의 담론을 향해 같은 선
상/입장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술의 사회참여 방식을 
재정비 하는 태도가 지금 비대면 시대의 공동체예술이 머
무는/머물러야만 하는 지점일 것이다.

재생4 스트리트에 관한 짧은 글을 마치며 

때만 되면 재래시장에 찾아오는 예술가들과 문화 행정가
들은 분명 시장 사람들에게는 귀찮고 버거운 존재이다. 시
장 인프라와 예술문화 향유를 위해 협업하자는 말은 그 미
래가 불투명하고, 또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자체 국제미술
행사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사고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홍천의 경우는 달랐다. 지난 3년 간 국제전
시를 유치해 온 홍천군과 홍천을 거점으로 한 8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 문화공간 ‘분홍공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재래시장 문화 활성화에 공동체의 자
존과 희망을 보고 있는 상인회 운영자들이 있었다. 홍천중
앙시장의 이병기회장과 김성완 총무, 홍천전통시장의 이진
관 재무는 그것이 국제미술전이든 지역축제든지 간에 지역 
문화 공공행사의 협업 전문가로서 실천적인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시장공동체에서 그들의 관용과 지지가 없
었다면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커뮤니티아트 프로젝
트 ‘재생4’는 재래시장에서 불가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커
뮤니티 프로젝트의 기획자로서 이 짧은 글이나마 쓸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준 세 분께 감사드리고, 상인회 구성원께 
진정을 담아 인사를 전한다.

 김숙경 Sook-Kyung KIM 

 커뮤니티 프로젝트 매니저 Community Project Manager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전통시장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재생4 스트리트는 홍천중앙시장
과 홍천전통시장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홍천중앙시장과 홍

that intersects in such a process of movement is viewed as 
an active and productive emotion of life. Therefore, the artis-
tic director considered this a reference point for community 
art that Gangwon Triennale in 2021 should evoke.

The attitude of community art in the time without human 
contacts

In a time without human contact, where meeting with 
people is institutionally restricted,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alize community art that preconditions intimate commu-
nication with participants. Furthermore, the exhibition was 
planned to be presented at a traditional market directly 
exposed to the quarantine measures requiring strict social 
distancing. The standard norms of community art based on 
the altruistic and socio-cultural ethics of artists, such as the 
emphasis on participation and process, real-time archiving, 
and the strong values of archiving, were easily viewed 
as the selfishness of those who claim to do art. What we 
needed was to add flexibility to the existing community art 
model and narrow the distance between participants and 
others, artists and non-artists, with dedication and authen-
ticity of artists. In such a time without human contacts, what 
community art should aim at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s 
a discourse of coordination and balance of mutual cultural 
awareness, broadening the breadth of understanding and 
reorganizing the way of art’s social participation. 

Concluding this short article on Revitalization 4 Street

Artists and cultural administrators who visit a traditional 
market from time to time are annoying and burdensome 
to market merchants. That is because the suggestion for 
collaboration to develop the market environment and enjoy 
art and culture is uncertain as to its realization. In addition, 
turning back to an international art event hosted by the local 
authority is considered an outdated reaction. However, 
Hongcheon was different. The local residents had solid trust 
in Hongcheon-gun, which has been hosting international art 
shows over the last three years, and Pink Factory, a Hong-
cheon-based local cultural space, which has been around 
eight years. Above all, the members of the merchants as-
sociation saw self-esteem and hope in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 culture. Chairman Byeong-Kee LEE and 
General Secretary Seong-Wan KIM of Hongcheon Joon-
gang Market and Treasurer Jin-Kwan LEE of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made a tremendous contribution by 
sharing practical advice as experts in collaboration in local 
cultural and public events, whether it is an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or a regional festival. Without their generosity and 
support representing the market community, Revitalization 
4, the community art of Gangwon Triennale 2021,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take place in traditional markets. As a 
community project manager,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
cere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merchants association 
and to those who allowed me to write this short article.

Hongcheon Joongang Market and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4 of Gangwon Triennale 2021 is set against 

재생 4. 스트리트
Revitalization 4. 

STREET

비대면 시대의 예술과 지역공동체가 같은 선상에  
위치 한다는 것

스트리트와 지역공동체예술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따스한 재생’(이하 강원국제트리
엔날레)이 네 개의 전시 장소에서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에 집중한 곳은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전통시장이다. 홍천의 
사람들과 로컬리티를 테제로 한 예술, 그 과정에서 삶의 공
감과 공유를 시도하는 작가들의 노력과 참여자들의 협업이 
상응하여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예술과 공동체의 
매개자로서 작가는 홍천의 문화와 역사 혹은 군민과 상인
들을 접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이로부터 여과된 
내용을 작업화 한 전시가 ‘재생4 스트리트’이다. 

‘재생4’의 전시공간이 홍천의 탄약정비공장(재생1), 와동 분
교(재생2), 홍천미술관(재생3) 등과 다르게 홍천 소재 건축
물/장소(홍천중앙시장과 홍천전통시장) 고유의 이름을 따
르지 않고 ‘스트리트’로 표기된 것에서 우리는 커뮤니티에 
대한 김성호 예술감독의 관점을 어느 정도 유추해 낼 수 있
다. ‘사람들이 다니는 포장된 길([via]strata)’을 뜻하는 스트
리트로부터 –연상되는- 물리적 움직임과 사라짐 그리고 그 
이동 과정에서 교차하는 비가시적 에너지의 어떤 부분을 

What It Means That Art and the Local Community Are on 
the Same Page in the Time without Human Contact

Street and community art

Among the four venues for Gangwon Triennale 2021 Warn 
Revitalization (“Gangwon Triennale”), Hongcheon Joon-
gang Market and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focused 
on community art projects. Hongchoen people and locali-
ty-themed art, the efforts of artists to empathize and share 
life in the process, and the collaboration of participants 
work together to create unique energy. Artists as a medi-
ator between art and community repeated the process of 
contacting and researching the culture and history, and 
citizens and merchants of Hongcheon, and produced the 
exhibition Revitalization 4 Street. 

Unlike the venues of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for Revitalization 1, Wadong branch school for Re-
vitalization 2, and Hongcheon Art Museum for Revitaliza-
tion 3, the venue for Revitalization 4 was not named after 
the place or building in Hongcheon (Hongcheon Joongang 
Market and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Instead, it 
was named Street, inferring artistic director Sung-ho Kim’s 
perspective on a community; the physical movement and 
disappearance associated with the street, which manes 
'paved road ([via]strata),'  and some part of invisible energy 

시장 Market

지역민과 협업하는 다수의 커뮤니티  
아트 전시 및 퍼포먼스

Various community arts in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performance

시장옥상 Rooftop

퍼포먼스, 회화, 사진, 영상, 조각,  
설치의 전시

Exhibitions of the community arts in the 
form of painting, photography, 

video, sculpture, and installation

홍천중앙시장, 홍천전통시장
Hongcheon Joongang Market,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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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통시장은 서로 길 하나를 맞대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시장이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두 개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색은 확연하게 다르다.

홍천중앙시장은 홍총떡과 메밀전을 주로 접할 수 있고 상가
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최근에 공사를 마무리한 옥상은 
상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외부 손님도 올라가서 음식을 먹
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회의실과 고객지원실도 있
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번 강원국제트
리엔날레2021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였다. 

홍천전통시장은 들어서자마자 시장의 역사가 느껴지는 곳이
다. 70여년의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시장은 한 세기에 가까
운 역사만큼이나 이곳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도 기본 50년은 
족히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단층으로 이루어진 홍천전
통시장은 미로같이 복잡하다. 정신줄을 놓고 구경에 빠져 있
다가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구석구석 펼쳐진 다양한 볼거리
들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출구가 보이게 된다. 홍천중앙시장
의 옥상이 쉼터의 장소였다면, 홍천전통시장은 시장 내부에 
광장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하지만 전
통시장 광장은 다양한 행사의 중심지이고, 손님들과 상인들
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이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재생4 스트리트는 홍천 중심에 있는 
두 개의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두 개의 비슷하고도 다른 시
장은 예술가들에게뿐 아니라 손님과 관객에게도 새롭고 재
미있는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곳의 ‘재생’은 모두가 ‘함께’하
는 재생이 된다.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전통시장의 상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꾸려 나가기도 하고, 시장의 먹거리와 특산
물을 작품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
고 상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가 잠깐 반짝이고 사
라지는 것이 아닌 따뜻한 울림과 재생으로 쏘아 올리는 신
호탄이 되었으면 한다. 

 박주희 Joo-Hee PARK 
 커뮤니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Community Project Coordinator

Hongcheon Joongang Market and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The two markets are uniquely arranged, facing 
each other across a street. Thus, they are physically close 
yet very different in characteristics. 

Hongcheon Joongang Market offers hongchongtteog and 
buckwheat pancake. The structure of the shopping area 
is not complicated. The recently completed rooftop is a 
space where not only those who work in the area but also 
customers may go to eat or rest. In addition, the market 
has a meeting room and customer support office to run 
various programs, and Gangwon Triennale 2021 has ac-
tively made use of this space.

As soon as you enter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you 
can feel its history. The market has been around for over 
seventy years. Most of the merchants have been with 
the market for more than five decades. The single-story 
market is like a maze. You will easily get lost if you don’t 
stay focused. Yet, as you enjoy the various sights in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market, you somehow find the exit. 
While Hongcheon Joongang Market offers its rooftop as a 
place to relax,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has a plaza 
inside the market. The plaza is where various events are 
held, although no performance is presented due to the 
pandemic, and merchants can take a break.

Revitalization 4 of Gangwon Triennale 2021 takes place 
in these two markets located in the heart of Hongcheon. 
Two similar yet different markets offer fresh and fun expe-
riences for artists as well as guests and spectators. The 
‘revitalization’ of these markets becomes revitalization 
with everyone. Stories are told by and with the merchants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and Hongcheon Tradi-
tional Market, and the food and specialties of the markets 
are presented through artworks. I hope that this exhibition, 
with the past and present of the markets, as well as the 
merchants and audiences, signals lasting revitalization, 
shored up by warm res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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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강릉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Gangneung, 
Korea

전병철 (1965~) 

Byung-Cheol 
JEON

분홍색에 대한 모든 것 
All about pink color

올해 행사의 주제인 《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과 주제 색
깔인 분홍을 홍천중앙시장 상가의 유리 벽면과 옥상 출입구 계단의 
천정 위에 다양한 채도와 명도의 분홍색을 구성하여 배치하였다. 분
홍색은 지역 재생, 도시 재생, 전통시장 재생 등 여러 종류의 재생 활
동과 사업 등을 의미한다.

출입구를 지나 좌우의 상가 유리 벽에 분홍색의 원을 사용하여 각각 
감자와 메밀을 주재료로 한 중앙시장의 음식과 홍총떡의 조리 과정
을 배치한다. 그리고 메밀꽃과 감자 꽃을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여 음
식과 음식 재료의 관계를 설명한다.

The theme of this year's event, “Warm Revitalization,” and the 
theme color, pink, were placed on the glass wall of the shopping 
mall and the ceiling of the stairs at the rooftop entrance with pinks 
of various chroma and brightness. Various pink colors mean vari-
ous types of revitalization activities and projects, such as regional 
revitalization, urban revitalization, and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
tion. After passing through the entrance, pink circles are used on 
the glass walls of the shopping mall on the left and right to arrange 
the food of the Joongang market and the cooking process of hong-
chongtteok, which are mainly made of potatoes and buckwheat, 
respectivel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food ingredi-
ents is explained using buckwheat flowers and potato flowers as 
background images.

<분홍색에 대한 모든 것>, 2021, 
실사인쇄 시트지, 1500 × 235cm 
2ea. 200 × 700cm
All about pink color, 2021, 
Photorealistic print on sheet 
paper, 1500 × 235cm 2ea.  
200 × 7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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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전병철의 작품, <분홍색에 대한 모든 것>
All about pink color by Byung-Cheol JEON of Korea

중앙시장의 1층 입구와 중앙시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오르막 입구에 다양한 분
홍색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1층 입구 좌우 상가에는 홍천의 명물 홍총떡과 
올챙이국수뿐 아니라 감자꽃과 메밀꽃 그리고 감자와 메밀을 주재료로 한 다양
한 음식과 그 조리 과정을 담은 산뜻한 일러스트 이미지가 관객을 맞이합니다. 
홍천의 음식과 문화를 이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입니다. ‘지역 재생’
이라는 화두가 실감 나는 작품입니다. 중앙시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오로막 길 
천장에는 분홍 동그라미들이 그려져 시장의 일상 공간이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
로 탈바꿈했습니다.

Various pink circles were painted at the ground level gate and the gate that 
leads to the roof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The commercial buildings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ground level gate welcome the audience with 
bright illustrations images of potato flowers and buckwheat flowers, and 
various foods made with potatoes and buckwheat as the main ingredients, 
as well as Hongcheon's famous Hongcheon rice cakes and so-called tad-
pole noodles and their cooking process. These illustrations present the food 
and culture of Hongcheon. The artwork demonstrates what regional revital-
ization is. Pink circles painted on the ceiling of the road leading to the rooftop 
of the market have transformed the mundane space of everyday life into a 
beautiful ar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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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의정부 거주 및 서울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Uijeongbu, Korea and 
works in Seoul, Korea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의정부 거주 및 서울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Uijeongbu, Korea and 
works in Seoul, Korea

김현주 (1975~) 

조광희 (1968~) 

Hyun-Joo KIM 
Kwang-Hee CHO

시장-詩작 
Poems of traditional marketplace, Hongcheon 

손은 한 사람의 삶의 서사가 응축되어 표현된 ‘몸, 그 자체’이며, 시간과 함께 끊
임없이 변화된 고유한 ‘무늬’를 만드는 과거이자 현재, 미래의 장소이다. 홍천
시장에서 오랜 시간 일해 온 상인들의 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시장은 상
인과 지역민들에게 어떤 곳일까? 만약 우리가 작은 소인국의 사람이 되어 우리
의 몸을 여행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눈이 희망 혹은 슬픔의 눈물로 가득한 연못
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손은 수많은 갈림길과 상처의 계곡으로 주름진 거대
한 미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장-시작'프로젝트는 홍천시장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노동의 공간인 시장에서 잠시 자신의 손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을 시
작으로 잊고 있던 또 다른 나 그리고 타인의 삶을 사색하는 여행을 안내한다.

The hand is a ‘body, itself’ expressed by condensing the narrative of a 
person’s life, and is a plac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at creates a 
unique ‘pattern’ that constantly changes with time. What is in the hands 
of merchants who have worked for a long time in Hongcheon Market, and 
what kind of place is the market for merchants and residents? If we could 
travel through our bodies as people of a small small country, we would dis-
cover that someone's eyes are ponds full of tears of hope or sorrow, and 
our hands are a gigantic maze wrinkled with countless forks and valleys of 
wounds. The ‘Poems of traditional marketplace, Hongcheon’ project guides 
you through a journey to reflect on the lives of other people and yourself, 
starting with slowly looking at your hands for a while in the market, the 
place of life and labor of Hongcheon Market residents.

<시장-詩작>, 2021, 6채널 
비디오 설치, 5분, 혼합 
매체, 가변크기
Poems of traditional 
marketplace, 
Hongcheon, 2021, 6-ch 
Video installation, 5min,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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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룹, 김현주, 조광희의 작품, <시장-詩작>
Poems of traditional marketplace, Hongchoen by Hyun-Joo KIM & 
Kwang-Hee CHO, an artist group from Korea

여러분 손을 한 번 들여다보세요. 팽팽한 젊음을 간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과 
다른 주름진 세월을 간직하고 있나요? 컴퓨터 게임에만 분주하던 손이든, 늘 젖
은 채로 분주했던 노동의 손이든, 우리의 손은 아름답습니다. 이 그룹은 홍천중앙
시장의 상인들의 손을 주목합니다.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인터뷰를 하면서 손이 
경험하고 손이 기억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보고 나누는 시간을 기록합니
다. 그 결과물을 홍천중앙시장 옥상에 꾸며진 전지장에서 텍스트와 비디오 영상 
설치로 선보이는 이 작품은 작품명처럼 한 편의 시(詩)를 짓는 시장 상인들의 때
론 가슴 뛰도록 기쁘고, 때론 눈물이 나도록 처연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Look at your hands. Are they still plump and elastic or wrinkled, unlike any 
others? Yet, they are beautiful whether they have been busy playing comput-
er games or working chores day and night. This artist group focuses on the 
hands of merchants at Hongcheon Joongang Market. The group interviewed 
and recorded the merchants and retailers in the market, listening to stories 
their hands experienced and remembered. What was recorded is displayed 
as texts and video installation in the venue arranged as an exhibition space 
on the rooftop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The work captures, some-
times breathtakingly happy, and other times heartbreakingly sad, yet beauti-
ful, stories of the merchants who have written their own po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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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장돌뱅이>, 2021, 
혼합매체, 가변설치
Art Nomadic Trader, 2021,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한국 Korea

한국 양평 설립
현, 한국 양평 활동
Founded in Yangpyeong, Korea
Works in Yangpyeong, Korea

예술장돌뱅이 (2012~) 

Art Nomadic 
Trader

예술장돌뱅이 
Art Nomadic Trader

예술장돌뱅이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들을 가지고 거리, 광장, 
장터 같은 공공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
고 경험하는 예술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술장돌뱅이의 작업은 작가와 참
여자가 일대일로 마주 앉아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야기, 혹은 현
장에서 직접 그리거나 만드는 것들이나 작가로부터 요청 받은 간단한 몸짓이
나 행위 등을 주고 작가가 준비한 작업들과 받는 방식이다. 주고 받는 것들 보
다는 예술을 매개로 우연히 서로 모르는 대상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순간에 의미를 두며 이를 통해 예술의 다양한 협업의 관점과 형식을 실험함과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술의 새로운 마주침과 다양한 공감의 연대
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Art nomadic trader is creating an art scene where artists from various 
fields meet and communicate with people in public spaces such as 
streets, plazas, and marketplaces with their works, exchanging values   and 
experiencing each other. Art nomadic trader’s work is a method in which 
the artist and the participant sit face-to-face one-on-one and give the par-
ticipants' experiences and stories, or the things they draw or make on the 
site, or simple gestures or actions requested by the artist, and receive the 
work prepared by the artist. Rather than giving and receiving, through art, 
we place significance on the moment when we accidentally meet, com-
municate, and empathize with unknown objects. Through this, we want to 
experiment with different perspectives and forms of collaboration in art, 
and at the same time create a new encounter and solidarity of various em-
pathy for art that can be shared wit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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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선- 인생은 달고나 
참여자가 제비뽑기를 통해 한가지의 첨가물을 고르면 그 재료를 
넣어 수상한 달고나를 만든다. 달고나가 만들어지는 동안 참여자
는 자신의 인생을 맛에 비유한 글을 남긴다. 이처럼 특별한 달고나
를 만들고 맛보는 행위는 우리 삶속의 우연하면서도 다양한 경험
과 닮아 있다.
Mi-Sun KONG – Sweet Life 
After a participant casts lots and picks one ingredient, sus-
picious dalgona sweet is made with that ingredient. While 
dalgona is prepared, the participant jots down writing, likening 
his or her life to a taste. The act of making and tasting this spe-
cial dalgona is very much like various experiences we happen 
to have in life.

조정원 – 수작걸다
-“수작;酬酌”을 걸고 “수작;手作”을 받는다. “
참여자가 손을 보태서 작가의 작업에 자수를 놓아주면 참여자의 
물건에 참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자수를 놓음으로 주고받는다. 본
질은 자수를 매개로 하여 긴장된 삶 속에서 낯선 대화를 통해 쉼을 
얻고자 한다.
Jeong-Won JO – Hand in Hand
-Giving a hand and taking a handicraft.
An exchange takes place as a participant gives a helping hand 
and embroiders on the artist’s work, and the artist embroiders 
the participant’s story on one of his or her belongings.The 
ultimate goal is to find rest in life under pressure through the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initiated by embroidery.

임정서 - 0으로 .봅니다 
0으로 점을 봐주는 참여형 작업. 우리 몸에 난 점을 하나 살펴보고, 
그 점을 바라보며 내가 바라는 것, 이뤄졌으면 하는 것, 나의 단점
들을 살펴보고 버킷리스트 부적을 만듭니다.
Jungsuh Sue LIM – Divination, looking through the w.hole 
Participatory work of looking at a mole and telling fortunes 
with 0. Here, we look at one of the moles on our body and con-
sider what we want and wish for as well as our weaknesses, 
and make a bucket list charm.

조제인 –우주삼라한숨상
몸 가장 안쪽 자리, 빨간 곳에 다녀 간 호흡이 우리가 나눈 많은 이
야기와 엉켜있던 생각을 싣고 나와 주머니에 담깁니다. 모두가 같
고도 다른 이유에서 내쉬는 한숨. 한 개의 숨을 그립니다.
Jane JO – The universe of all sighs
The breath, which stopped at the deepest part of the body, the 
red place, brings countless stories we have shared and the 
entangled thoughts and puts them into the pocket. Sigh let out 
for the same, yet different reasons.All the signs come together 
to draw one breath.

강민아 – 마음의 병
마음의 병에 마음을 담아주세요. 따뜻한 햇살 아래 추억, 잊고 싶은 
기억 혹은 오늘의 감정을 떠올리며 마음의 조각을 줍습니다. 봄날
의 벚꽃, 가을의 낙엽, 포근한 양모를 마음의 병에 담아 나의 마음
을 전해봅니다.
Min-Ah KANG – The heart in a bottle
Put your heart in the bottle of heart. Recalling the memory un-
der the warm sunshine, the bitter memory you want to forget, 
or today’s emotion, pick up the fragments of your heart. Putting 
the cherry blossom petals of the spring day, fallen leaves of 
one autumn day, and warm, cozy wool into the bottle of heart
and deliver your heart.

이율리 – 해달정상회담
생면부지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그림을 주고 받습니다.주제 없이, 
상대가 풀어내는 이미지에 느낌,직관 대로 반응 해 보는 거에요. 상
호작용의 흔적은 그림이 됩니다.
LEE yully – Interaction Sun & Moon
Two complete strangers face each other and exchange draw-
ings. With no set theme or subject, two people react to the 
image the other person explains with a gut feeling. The traces 
of interaction become drawings.

프르르 - 메아리 re_echo
물과 꿈을 주제로한 일상속 
우리의 대화는 "연결"을 상징하는 끈{물줄기}을 통해 잠재되어 있
는 마음을 풀어내고 푸른빛으로 발현되고 물{마음}의 "순환 "으로 
노랫소리는 들려집니다 .
puururu – Re_echo
Our water and dream-themed conversation in our daily lives 
reveal what is in our hearts through the string {stream} repre-
senting “connection” and is manifested as blue light while the 
song is heard as the “circulation” of water{heart}.

김인경- 시간헤나
시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 또는 현재의 특정한 시간
을 말해주시면 몸의 원하는 부위에 숫자 또는 작은 형상으로 헤나
를 새겨드립니다. 헤나잉크가 몸에 남아있는 며칠 동안 당신은 그 
날을 더 기억하거나, 기다릴 것입니다. 또는 천천히 잊어갈 것입니
다. 당신들의 이 특별한 날은 기록으로 쌓이고 쌓여 거대한 흐름으
로 펼쳐질 것입니다.
In-Kyung KIM – Time Henna
I am collecting time. Tell me a specific time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and I will draw the number or a small figure with a henna 
tattoo on the part of your body you want. For the few days, while 
the tattoo lasts in your body, you will recall or wait for the day 
even more and then forget little by little. Your special days will be 
piled as a record and then unfold as a massiv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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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룹 예술장돌뱅이의 작품, <예술장돌뱅이>
Art nomadic trader by Art Nomadic Trader of Korea

장돌뱅이를 아시나요? 예전에, 오일장이나 십일장이 서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
서 물건을 팔던 거리 상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홍천중앙시장의 옥상에는 예술
을 파는 예술장돌뱅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술을 매개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와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의 추억을 공유하는 커뮤니
티 아트 그룹이죠. 관객은 예술가로부터 즉흥적인 제안을 받아 예술 창작에 참여
하기도 하고, 예술가의 작품을 선물로 받기도 하면서 물물 교환과 심심(心心) 교
환을 이어가는 예술장돌뱅이의 즐거운 예술 장터에 참여합니다. 화려한 색의 반
투명 천이 유혹하는 포토존이 있는 이 공간에 오시는 여러분을 예술장돌뱅이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Do you know itinerant vendors who traveled around villages where a market 
opened every five or ten days and sold products? On the rooftop of Hongc-
heon Joongang Market lives an itinerant art vendor or an art nomadic group 
that sells art. They are a community art group that shares the simple stories 
of daily lives and stories hidden deep in someone’s heart as well as the 
memory of a community with art as a medium. The audience participates in 
art-making upon an impromptu offer of the artist and receives an artwork as 
a gift, being engaged in the exchange of items and hearts as part of this fun 
art marketplace. Art Nomadic Trader always welcomes all of you with open 
arms when you come to space with a photo zone decorated with tempting, 
colorful translucen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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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소리의 
리하모니제이션>, 2021, 
스피커, 앰프, Solar
module, LED 전구,
가변설치,  
사운드 디자이너  
김희범
Hongcheon, Sound 
-Reharmonization, 2021, 
Speaker, amplifier,
Solar module, LED bulb,
Variable installation, 
Sound Design by Hee-
Bum KIM

한국 Korea

한국 서천 출생
현, 한국 양평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Yangpyeong, 
Korea

정하응 (1961~) 

Ha-Eung 
JUNG

홍천, 소리의 리하모니제이션 
Hongcheon, Sound -Reharmonization

홍천시장 옥상에 설치된 환풍구에 대한 첫인상은 이곳의 풍경,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
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떤 대형 공장의 환풍시설 같이 우람하면서도 한편으론 모던한 현대적 조형
물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내게는 이 환풍기가 거대한 스피커의 우퍼처럼 보인다. 또한 시장 내
부의 냄새를 빨아들이며 내는 소리는 기계적인 소음에 불과하지만 내게는 시장 사람들의 우여곡절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소리로 들린다. 간헐적으로 후끈한 바람과 냄새를 동반한 “웅웅”거리는 사운
드는 이것 자체로 이번 설치 작업의 배경음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환풍기의 4면중 1면의 
사운드는 환풍 기계음이고 나머지 3개의 면에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되도록 현재의 시점에
서 현장 녹음을 하여 설치하였다. 3면의 소리의 내용은 주로 이곳 주변 사람들의 말, 초등학교 학생
들의 노래, 강원도의 범종 소리 등이다. 이 소리들이 홍천을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소리
들은 현 시점에서 떠낸 흙의 단면처럼 소리의 층이라 생각하며 그 안에 지금 여기 일상적인 홍천의 
기조음(keynote sound)이 있다고 생각한다.

The first impression of the ventilation shaft installed on the roof of Hongcheon Market came 
to me at a different image. An image apart from the scenery and the people of the place. The 
shaft was burly like it belonged to a large industrial complex, yet retained an intense impression 
of a modern contemporary sculpture. In my eyes, this ventilator appears like a giant speaker's 
woofer. It makes but a mere mechanical noise drawing in the market's ambient odor, but it res-
onates to me like the joys and sorrows of market people's lives. The "drowning" propellar sound 
accompanied by the occasional burst of the warm breeze and the scent was enough to be the 
background to this installation. One side of the ventrilator is to procure the sound of the venti-
lation machinery, and each of the remaining three sides will project recordings of the sounds 
captured on-site, closest to the present time. The recordings from the three sidesare mainly the 
conversations of the people around here, the song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bells 
of the Temple in Gangwondo. I can't say that these sounds represent Hongcheon. However, I 
think these l ayers of sounds are like a cross-section of the soil, holding the "keynote sound" of 
this place, the everyday H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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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정하응의 작품, <홍천, 소리의 리하모니제이션>
Hongcheon, Sound-Reharmonization by Ha-Eung JUNG of Korea

홍천시장 옥상에 설치된 거대한 환풍구가 보이시죠? 작가는 이 환풍구를 자신의 
사운드 아트를 위한 훌륭한 울림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이곳에서 웅웅거
리는 환풍기의 기계음에 더해 홍천과 강원도에서 채록한 다양한 소리를 우리에
게 들려줍니다. 홍천의 강과 오음산에서 채록한 소리, 그리고 이 지역의 구전과 
민요가 혼성된 소리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가게에 들려 이야기를 나눈 정담과 
홍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교가는 작가의 신묘하고도 아름다운 홍천발 사
운드 아트를 이토록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Do you see the large ventilation window installed on the roof of Hong-
cheon Market? The artist turned this ventilation window into a massive 
resonator for his sound art. In addition to the mechanical buzzing sound of 
the ventilator, the artist exposes us to various sounds recorded in Hongc-
heon and Gangwon-do. The sound collected from the rivers and Oeumsan 
Mountain in Hongcheon, the mixed sounds of local stories passed down 
orally, and folk songs, the heart-warming conversations at the shops of 
market merchants, as well as school songs sung by Hongcheon Primary 
School children have enriched the mysterious and beautiful sound art from 
H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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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김천 출생
현, 한국 홍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Gim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Hongcheon,
Korea

이광영 (1955~) 

Kwang-Young 
LEE

꽃 속에 살다 
Living within a Flower

….꽃
꿈과 희망
새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품속.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자 우리 모두의 오아시스.
나는 이 창을 통하여 유년시절의 유토피아를 관조하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아이들의 투명한 웃음꽃이 멈추지
않는 백화제방의 세계를 노래한다.
꽃 속에 살고 지고….

….flower
dreams and hopes
In the arms of a mother who is giving birth to a new life.
The source of all living things and an oasis for all of us.
Through this window, I contemplate the utopia of my childhood, 
and all living things
see that they are not different.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the transparent laughter of 
children throughout the four seasons sings about a world where 
anyone can talk freely.
Living and dying in flowers....

<꽃 속에 살다>, 2021, 
알루미늄주물, 우레탄 도색, 
223(h) × 267 × 25cm
Living within a Flower, 2021, 
Aluminum casting, urethane 
paint, 223(h) × 267 ×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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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광영의 작품, <꽃 속에 살다>
Living within a Flower by Kwang-Young LEE of Korea

홍천중앙시장 옥상에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알루미늄 주물의 재료 
위에 산뜻한 우레탄 도색이 꽃을 더욱더 꽃답게 합니다. 순환하는 자연
의 세계관을 시각화한 하얀 고리 위에 노랑, 분홍, 보라, 파랑이 어우러
진 커다란 네 개의 꽃송이가 피어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 꽃송이 안
에는 새, 나비, 어린이가 들어가 꽃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꽃 속에 거하
는 동심의 세계 안에서 모두 사이좋게 지내요.

Flowers bloom on the rooftop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The bright pink color-painted aluminum cast makes flowers even 
more flowery. On the white ring that visualizes the worldview of 
circular nature are four big, yellow, pink, purple, and blue flowers 
in full blossom. Inside each flower is a bird, butterfly, and child 
who went into the flowers and befriended them. So let us get 
along all together in the world of children’s innocence dwelling in 
the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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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 (2014~)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

분홍 分洪 홍천을 나누다: 
2014–2021의 기록, 2021, 
홍천중앙시장 
BUNHONG sharing 
hongcheon: archives 
2014–2021, 2021,  
Hongcheon Joongang 
Market 

한국 Korea

2014년 설립
현, 한국 홍천 활동
Founded in 2014, Hongcheon, Korea
Works in Hongcheon, Korea

분홍 分洪 홍천을 나누다: 2014–2021의 기록
BUNHONG sharing hongcheon: archives 2014–2021

2014년 1월 창립한 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은 강원도 홍천의 지역 공동체 속에서, 국내외 전문
가와 홍천 군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찾아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이다. 

계약에 의한 사회와 구분되는 상상하는 ‘커뮤니티’는 지역성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 삶의 특정 방식에 
대한 기술로서 문화적으로 소환되고 집단과 자본의 억압에서 주체들이 다시 귀환하며 재구성된다.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분홍공장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공 커뮤니티 프로그램, 워크숍, 답사와 구
술 사료 리서치 등을 통해서 ‘홍천’의 역사, 문화, 일상을 발굴 생산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 공
연, 발표회 등을 홍천에서 8년 간 선보이고 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재생 4 스트리트’ 섹션에 특별히 초대된 분홍공장은 “‘분홍(分洪)’, 홍
천(洪川)의 넓음을 문화로 나눈다”라는 의미로부터 기록과 신작을 통한 비전을 홍천군민(사람)
과 그들의 이야기(말) 그리고 홍천의 산과 토지를 따라 홍천강의 흐름(물)에 따라 (재)구성한다.  
- 큐레이토리얼 스테이트먼트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 founded in January 2014, is a professional art 
group and part of the local community of Hongcheon, Gangwon-do. In collaboration with the cit-
izens of Hongcheon, as well as experts from Korea and abroad, Pink Factory aims to explore the 
region’s diverse cultural identities.
Different from contractual society, the community we imagine begins with questioning its specific 
locality, in order to allow its subjects, culturally alienated by capital and collectivism, to recollect 
their particular ways of life. Within this critical context, Pink Factory has been excavating, produc-
ing, and archiving regional histories, cultures, as well as aspects of the everyday in Hongcheon for 
seven years. The results of various international residencies, public community programs, work-
shops, and research projects were shared in exhibitions, performances, lectures, and other events.
Pink Factory has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2021 Gangwon Triennale and presents its vision 
through archival material and art in the section ‘Revitalization 4: Street’. Under the title “BUNHONG 
sharing hongcheon” (the Korean term ‘bun-hong’ can refer both to the color pink and to the concept 
of ‘sharing [bun] widely [hong]’), Pink Factory shows a broad spectrum of cultural and artistic expres-
sions (including some new art works) by, with, and about those who live in Hongcheon (PEOPLE), their 
stories (WORDS), and their natural surroundings, following the flow of the Hongcheon River (WATER). 
- curatorial statemen

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의 전시, <분홍 分洪 홍천을 나누다: 
2014–2021의 기록> BUNHONG sharing hongcheon: archives 
2014–2021 by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

홍천중앙시장 옥상 유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의 
출품작은 차라리 하나의 전시라고 하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분홍공장이 2014
년 홍천에서 창립한 이래, 많은 예술가와 문화 활동가들이 네트워킹하면서 만들
었던 다양한 예술적 결과물을 아카이브 형태로 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심
차게 준비한 신작도 있습니다. 홍천 지역의 이야기와 홍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
구성한 커뮤니티 아트의 멀티플 향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시명처럼 홍천 지역
에서 발원했던 무수한 자생적 문화, 예술 활동을 관람객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이 
향연을 모두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Pink Factory uses an idle space on the rooftop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to open its archives. This is an exhibition in itself, featuring a wide 
range of artistic outcomes created by and in interaction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artists and cultural practitioners. Pink Factory’s exhibition, which 
also includes some new commissions, could be described as a multi-faceted 
feast of art and community, which reconstructs the story of the Hongcheon 
region and its people. Please enjoy this feast with its many records of cultur-
al and artistic activities originating from H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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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paration of the Exhibition

Poet Kim Soo-young’s verdict on ‘mud’ – that it is good despite 
being dirty –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his change of view on 
tradition: from something alien towards what he famously de-
scribed as ‘the enormous roots that I drive into my soil’. Exposing 
a new perspective on everyday life, these ‘enormous roots’ (thus 
the title of his 1964 poem) now also included things that, far from 
enjoying any authority, had not even been considered tradition at 
all for a long time. Taking a closer, in-depth look at life, to the ex-
tent of embracing even supposedly dirty traditions, this transition 
happens when my dirt and that of the people meet. In a moment 
now recognized as ‘history’ and considered ‘culture’. 
On the way from town, where my grandfather used to stroll wear-
ing his horsehair hat, towards the mountains behind Pink Factory, 
where my father silently lies. groping and fumbling, drawing 
closer while tumbling, touching, feeling, stirring up. Pink Factory’s 
journey during the last seven years resembles a trip through a 
maze that still keeps on spinning. Like Palbong Mountain, appear-
ing above the river, bearing three women with different names, 
this place, Hongcheon, resembles a shining wave, swaying but 
come to a halt. Like mud breeding a change to come.
 Yong Hae Sook (Pink Factory, director)

전시를 준비하며

더러워도 좋다고 한 ‘진창’은 김수영에게 전통에 대한 낯섦으로
부터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대한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이다. 이때 전통은 확고한 권위를 누려온 것으로서가 
아닌 반대로 오랫동안 전통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없던 것들로부
터 일상복원을 통해 드러나고, 전환은 더러운 전통까지도 끌어
안을 만큼 삶에 밀착해 들어가 나의 누추함과 민중의 누추함이 
만나는 -‘역사’로 인식되고 ‘문화’로 포착되는- 순간이다.

갓 쓰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읍내에서 분홍공장 뒷산에 누운 아
버지로 가는 길, 더듬고 다가가고 만져보고 비벼보는 지난 분홍
공장 8년의 여정은 미궁의 무늬처럼 휘도는 과정이(었)다. 홍천
강 위에 성이 다른 삼부인을 품은 현현한 팔봉산처럼 흔들리며 
멈춰있는 반짝이는 물결을 닮아 버리고 만 이곳 홍천은 도래할 
전환을 준비하는 진창이다.

 용해숙 (분홍공장 대표)

ART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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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기
<풍광1>
피그먼트 프린트, 디아섹, 100 × 150cm
Hong Cheolki
Scenery 1
ink jet print, mounted on diasec, 100 × 150cm
2016

판 끄엉
<한국 농부>
디지털 프린트, 72 × 48cm (2점)
Phan Quang
Korean Farmers
digital print, 72 × 48cm (2)
2015

윤결
<맞장구>
렌티큘러, 수세미털실, 글리터글루, 철사, 모터, 가변설치
Yoon Gyeol
Agree Enthusiastically
lenticular, loofah yarn, glitter glue, thin wire, motor, variable installation
2019

윤정미
<핑크 핑크 핑크, 홍천>
디지털 사진 시리즈 (2점)
JeongMee Yoon
Pink, Pink, Pink, Hongcheon
digital photo series (2)
2019

정찬민
<너머의 여기>
사진, 라이트박스, 50 × 50cm (2점)
Jeong Chanmin
Across the Universe
photographs, light box, 50 × 50cm (2)
2018

신혜진
<전래적인공무용>
퍼포먼스, 홍천미술관 2016.07.09, 출연: 신혜진, 노화연 (아카이브 영상, 5:26)
Hye-Jin Shin
Artificial Dance, Handed Down
performance, Hongcheon Art Museum, July 9, 2016,
with Hye-jin Shin, Hwa-Yeon No (archival video, 5:26)
2016

이세승
<To Be and Not to Be>
퍼포먼스, 홍천미술관 2017.09.09, 출연: 어니마 싱 (아카이브 영상, 5:00)
Lee Seiseung
To Be and Not to Be
performance, Hongcheon Art Museum, Sept. 9, 2017,
with Anima Singh (archival video, 5:0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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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경
<은근어디든>
퍼포먼스, 홍천미술관 2017.09.09, 출연: 허윤경 (아카이브 영상, 5:00)
Hur Yunkyung
Implicitly Anywhere
performance, Hongcheon Art Museum, Sept. 9, 2017,
with Hur Yunkyung (archival video, 5:00)
2017

전수현
<내 가슴의 화양강 #2>
단채널 영상, 20:39 루프, 무음,
1대의 모니터, 스테인리스 프레임, 유리조각, 은색 스프레이 등
Jeon Suhyun
Huayang River in My Heart #2
single channel video, 20:39 loop, no sound,
monitor, stainless frame, glass pieces, silver spray etc.
2021

리혁종 × 이우광
<스위트 콘뮤니즘>
옥수수알, 가변크기
Lee Hyeokjong × Lee Wookwang
Sweet Cornmunism
corn grains, variable size
2018

자샤 폴레
<로 앤드 비홀드>
테이블, 컬러사진, 플라스틱 바구니들 (제작: 이서운),
퍼포머 (이연순), 가변크기 (아카이브 재구성)
Sascha Pohle
Lo and Behold
table, color photograph, plastic baskets (crafted by Lee Seo Un),
performer (Lee Youn Soon), variable size (archival installation)
2018

흐어즈커
<내가 홍천에서 만난 두 사람>
단채널 영상, 6:30
He Zike
Two People I Met in Hongcheon
single channel video, 6:30
2019

유르겐 슈탁
<기시 - 이십연간>
초대장, 아연큐브 330 × 300 × 350cm, 나무화판 244×244cm, 분홍공장에 설치됨
Juergen Staack
Déjà-vu – 20 Years
invitation card, zinc cube 330 × 300 × 350cm,
wooden board 244 × 244cm, installation at Pink Factory
2015 – 2035

해미 클레멘세비츠
<동서학>
사진, 액자, 스피커, 앰프, 사운드, 가변크기 (아카이브 영상, 4:13)
Rémi Klemensiewicz
Weastern Science
photographs, frames, speaker, amplifier, sound,
variable size (archival video, 4:13)
2018

이은경
<2021팔봉산, 빌려온 미래>
캔버스천에 아크릴, 164.5 × 284cm
<2021팔봉산, 빌려온 과거>
캔버스천에 아크릴, 41 × 53cm
Lee Eun Kyong
2021 Palbongsan, Borrowed Future / Benefits of Past Times
acryl on canvas, 164.5 × 284cm / 41 × 53cm
2021

이주원
<신성한 곤충들: 2화 한국편 (part 1/7)>
Juwon Lee
Sacred Bugs South Korea (part 1/7)
single channel video, 4:17
2016

전수현
<홍천경 - 백양치>
디지털프린트, 230 × 96cm
Jeon Su-Hyun
Hongcheon Scenery – Baekyang Hill
digital print, 230 × 96cm
2015

거위루 × 박세림
<황실(皇室)>
혼합매체, 퍼포먼스, 가변크기
Ge Yulu × Park Saerim
Royal Palace
mixed media, performance, variable size
2018

김동환
<무궁화는 무궁무궁>
창작동화
Kim Donghwan
Everlasting Mugunghwa
children’s story
2016

한느스 노르베르크
<수타사>
단채널 영상, 사운드, 3:00 루프
Hannes Norberg
Sutasa
single channel video, 3:00 loop, sound
2021

이기수
<물의 계단>
단채널 영상 (4K/UHD), 스테레오 사운드, 9:00 루프, 프로젝션, 가변설치
Lee Kee Soo
Stairs Of Water
single channel video (4K/UHD), stereo sound,
9:00 loop, projection, variable install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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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예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Yes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성능경 (1944~) 

Neung-Kyung 
SUNG 

한 판 놀아 봅시다! 
Let's get wasted!

따스한 재생이건, 지역의 재생이건, 재생과 회복의 기대와 전망이건, 
예술을 통한 일상과 지역의 재생이건, 그 “재생”에 관심없다. 그저 권
세를 혼자 쥐고 쥐락 펴락 하려는 대형수퍼마켓의 그늘에서 애쓰고, 
TV 등 저질 문화에 중독되어 괜찮은 문화에 소외되었거나, 코로나 역
병에 그나마 찾는 이 없어 전통 재래시장의 점포를 지키느라 죽을 맛
으로 장사하시는 분과 어쩌다 물건 사러 오시는 손님이 계시다면 그
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신명나게 한번 그들과 함께 놀아 보고 싶을 뿐이다!!!

Whether it is a warm revitalization, the revitalization of a region, the 
expectation and prospect of revitalization and recovery, whether it 
is the revitalization of everyday life and the region through art, I'm 
not interested in that "revitalization". If there are people Those who 
are struggling in the shadow of a large supermarket that is trying to 
just hold the power alone, are addicted to low-quality culture such 
as TV, but are alienated from good culture, or If there are people 
who work hard to keep the stores of the traditional market as if 
they are dying because no one is looking for them due to the coro-
na epidemic, or if there are customers who come to buy goods by 
chance, I want to entertain them.
Excitedly, I just want to play with them once!!!

<한 판 놀아 봅시다!>, 
2021, 퍼포먼스, 
홍천중앙시장, 홍천
Let's get wasted!, 
2021, Performance, 
Hongcheon Joongang 
Market, H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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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성능경의 작품, <한 판 놀아 봅시다!>
Let's get wasted! by Neung-Kyung SUNG of Korea

여기 한국의 실험미술과 퍼포먼스 아트 현장에 큰 족적을 남긴 원로 작
가가 오셨네요.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하던 젊은 시절
에도, 즐거움을 화두로 놀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하던 최근에도 작가는 
늘 관객과의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즐거움과 소통은 ‘죽은 
미술이 아닌 살아있는 미술’을 실천하려는 작가의, 오랜 세월 동안 고
수해 온 예술 세계입니다. 저마다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길 희
망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대신 빌어주는  무당처럼 작가는 퍼포먼스 신
에게 빙의되어 스스로 망가지길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권위와 체면
을 날려버리고 ‘신명나는 굿판과 같은 날 것’의 예술 세계를 늘 실천하
는 까닭입니다. 

Here comes a senior artist who is in a league by himself in the 
experimental and performance art scene in Korea. When he pre-
sented a performance with a critical message toward the society 
in his youth, and even recently when he performs with play as a 
theme, Sung’s focus has always been on pleasant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Fun and communication represent the art world 
the artist has guarded for a long time to practice living art, not a 
dead one. Like a shaman who prays for those who wish to escape 
from their own pain and despair, the artist is more than willing to 
be possessed by the god of performance and become a subject of 
ridicule. That is the very reason why he readily abandons his au-
thority and honor and practices the art world, which is as raw as 
exciting shaman’s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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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2021, 관객참여 
퍼포먼스
Be Happy!, 2021, audience 
participation performance

한국 Korea

한국 천안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Cheon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왕치 (윤진섭) (1956~) 

Wangzie 
(Jin-Sup YOON) 

행복하세요! 
Be happy!

이 작품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일상 회복을 위한 대중적 시장 퍼포먼
스로 시장의 상인들과 관객들이 함께 어울려 종이 두루마리(길이 약 
33m)에 그림을 그리거나 메시지를 쓰며 하루를 교감하고 공유한다.

This work is a performance that is deeply participatory in the au-
dience. It is a performance where merchants and the audience in 
the market mingle together to draw pictures or write messages on 
a paper scroll (about 33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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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왕치(윤진섭)의 작품, <행복하세요!>
Be Happy! by Wangzie(Jin-Sup YOON) of Korea  

홍천중앙시장 1층에서 퍼포먼스 아트가 펼쳐집니다. 작가는 30미터가 
넘는 두루마리 종이 위에 시장 상인들과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
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때론 관람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시장 상인들의 바
람을 담아 소망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코로나 타파를 위한 주술적인 부
적을 선물하듯이 즉흥적인 그림 놀이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객들은 
작가와 다양한 상호 작용을 벌이면서 어느새 자신도 작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Performance art is presented on the ground floor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Wangzie(Jin-Sup YOON) writes or draws on 
a roll of paper that is over 30 meters long while the market mer-
chants and locals watch him. He sometimes talks with viewers 
and even draws pictures together. The audience would write a 
letter of hope containing the wishes of market merchants in the 
pandemic and paint an improvisatory drawing as if presenting a 
magical charm to drive out the coronavirus. As the audience en-
gages in various interactions with the artist, they would discover 
an artist i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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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한국 김천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Kim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경호 (1967~) 

Kyung-Ho 
LEE

만나 2021 
2021 Manna

빙산 형태를 상징하는 하얀 천을 덮어 싼 스카이 위에 뻥튀기 기계를 올려놓고 아래에 설치한 그물 
위로 뻥튀기를 튀겨 낸다. 스카이는 하얀 천 안에서 불규칙적으로 조금씩 움직인다.(움직이는 조
각) 관객들은 작업을 시식할 수 있다. 성경 속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가톨릭의 영성체, 기적을 상
징하고 재연한다. 신이 가져다 주는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재난과 위기 상황
을 인간 스스로 기적적인 생각과 생활의 변화로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4차 산
업혁명, 이기적 유전자의 인간과 프로그래밍화된 기계들의 만남. 배아복제, A.I, 유전자 조합, 동물
에게서 옮겨온 변이 바이러스, 조화인가? 위험인가? 인간의 감정까지 복제 변이 될까라는 질문도 
던져 본다.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환경 파괴로 인간의 과학기술이 임계점, 특이점을 향해 달
려간다. 어느 시대나 있었든 감추어진 혹은 부풀려진 거짓들과도 함께… 그래도 인간은 기적처럼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The puff pastry machine is placed on the SKY covered with a white cloth that symbolizes the 
shape of an iceberg, and the puff pastry is fried and dropped over a net installed below. The 
SKY moves irregularly and little by little within the white fabric (a moving sculpture). The audi-
ence can taste the outcome of the work. It symbolizes and reproduces manna from heaven in 
the Bible, Catholic communion, and miracles. Rather than waiting for a miracle from God, we 
intend to propose, we human beings need to create a miracle through miraculous thoughts 
and life changes in the face of near future disasters and cris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nion of selfish genetic humans and programmed machines. Embryo cloning, A.I, genetic 
recombination, mutated virus transferred from animals... Is it harmony? Is it risky? It also rais-
es the question of whether even human emotions can be cloned and mutated. Human science 
and technology are running towards the critical point “singularity” due to the reckless use of 
fossil fuel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 with all the hidden or bloated lies that have been 
with us at all times. Still, humans shall miraculously overcome this situation.

<만나 2021>, 2021, 
스카이 3,5톤, 하얀 천, 
그물, 뻥튀기 기계, 영양 
쌀, UStudio 동영상, 멀티 
플러그 어댑터 30M 2개, 
가변설치
Manna 2021, 2021, Sky 
3,5 tons, white cloth, 
net, popping machine, 
nutritional rice, UStudio 
video, multi-plug adapter, 
Variabl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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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이경호의 작품, <만나 2021>
2021 Manna by Kyung-Ho LEE of Korea

뻥이요! 1970년대 시장 거리에서 들었던 뻥튀기 아저씨의 ‘경고음 아닌 
경고음’을 기억하시나요? 뻥튀기가 출몰한다는 신나는 신호음이었죠. 
작가는 하얀 천으로 뒤덮인 거대한 대형 리프트 위에서 현대화된 뻥튀
기 기계를 가지고 연신 뻥튀기를 만들어 그물 위로 날립니다. 마치 구
양 성경에 나오는 만나처럼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구
약 성경 속에서 출현하는 ‘만나’의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만나
의 존재는 오늘날 홍천중앙시장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가가 만
드는 퍼포먼스 아트 ‘만나’를 통해 이전까지는 몰랐던 예술의 존재를 
만나게 합니다. 코로나로 타인과의 대면이 주저되고 마음과 몸이 닫힌 
시절, 낯설지만, 너무도 흥미로운 ‘만나와의 만남’인 셈입니다.

Cover your ears! Do you recall the warning that, in fact, does not 
warn issued by puffed snack maker/seller on the market street in 
the 1970s? It was an exciting signal that the puffed snack would 
soon be ready. Kyung-Ho LEE makes and throws over a gigantic 
lift covered with white cloth puffs made with a modern puff maker. 
As if they are the manna in the Old Testament. "What is this?" This 
is the meaning of manna in the Old Testament. Just like manna, 
the existence of which had not been known, the performance art 
manna allows the audience to have an encounter with art, the ex-
istence of which was not known. A strange yet exciting encounter 
with manna when the pandemic makes us hesitant to come and 
meet anyone in person and shuts down our hearts and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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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시장 코로나땡>, 
2021, 퍼포먼스
Hongcheon Market 
Corona ttaeng, 2021, 
Performanc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춘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Chuncheon, 
Korea

유진규 (1952~) 

Jin-Gyu 
YU

홍천시장 코로나땡 
Hongcheon Market Corona ttaeng

1. 코로나땡 제물 

방호복을 입은 ‘팬데믹 노랑무당’이 몸 위에 홍천시장 상인들의 물건
을 올려놓고 하늘의 바치는 제물이 되어 시장 한가운데 누워있다. 

2. 코로나땡 삼보일배 

방호복을 입은 ‘팬데믹 노랑무당’이 홍천시장 곳곳을 삼보일배 하면
서 코로나19 로 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하늘과 땅에 기원한다. 

1. Corona ttaeng offering
A ‘Pandemic Yellow Shaman’ wearing a protective suit puts the 
goods of merchants in Hongcheon Market on his body, and is 
lying in the middle of the market as an offering to the sky.
2. Corona ttaeng Samboilbae
A 'Pandemic Yellow Shaman' wearing a protective suit is walking 
around doing samboilbae all over Hongcheon Market, praying to 
heaven and earth for a quick escape from Coron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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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유진규의 작품, <홍천시장 코로나땡>
Hongcheon Market Corona ttaeng by Jin-Gyu YU of Korea

코로나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고 인사도 주먹으로 하게 만들고, 마스크
로 얼굴을 위장한 채 서로를 만나게 합니다. 서로의 얼굴도 이제는 가물가물하게 만드는 코
로나! 이제 코로나를 땡하고 끝내야 할 시점이 간절합니다. 작가는 ‘코로나땡’이라는 재미있
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퍼포먼스 아트 선물’을 홍천중앙시장에 가득 안깁니다. 때로는 노란 
옷을 입은 무당이 되어서 한 판의 굿을 벌리기도 하고, 수도승이 되어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
하는 삼보일배의 진중한 기원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랑무당에 빙의된 작가는 코로
나만 계속 탓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재난이나 어려움도 지금껏 잘 견뎌왔듯이, 함께 하는 
마음만 있다면 코로나가 언젠가 땡하는 날이 올 테니까요.  

COVID-19 is a severe problem. Because of it, people cannot come in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greet each other with their fists, and meet with each other only with 
the face mask on. The pandemic has made us almost forget each other’s faces. Now 
is the time to put an end to COVID-19. Jin-Gyu YU comes with an armful of perfor-
mance art gifts to Hongcheon Joongang Market under the fun title of Corona ttaeng, 
meaning COVID, it’s over. The artist becomes a shaman dressed in yellow and per-
forms an exorcism performance and a Buddhist monk who bows every three steps, 
praying sincerely. When the shaman-possessed artist does not blame COVID-19 all 
the time because as long as we put our hearts together, the day will come when the 
pandemic dies out, as was the case with any disasters or difficulties we have gone 
through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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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Hungary

헝가리 미스콜크 출생
현, 이탈리아 파도바 거주 및 활동
Born in Miskolc, Hungary
Lives and works in Padova, Italy

바바라 미하이 (1988~) 

Barbara 
MIHÁLYI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의 벼룩시장 
A Flee market in North Italy, Veneto

이탈리아에서 시장은 정치와 가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중요한 공공 장소이
며 기본적으로 기성 세대의 페이스북입니다. 벼룩시장은 접근 방식이 정말 비
슷하지만 상품이 다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야채, 생선, 고기, 빵을 살 수 있지
만 벼룩시장에서는 100년 된 가구, 낯선 가족의 사진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유니
폼과 같은 이탈리아 역사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피아졸라 술 브
렌타에 있는 북부 이탈리아 플리마켓의 분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이와 같은 예술 및 비디오를 위한 내 유투브 채널 BarbART를 
자유롭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 환상적인 음악은 The Hot Teapots에서 만들었습니다.

In Italy markets are an important public space to share thoughts about 
politics and gossip, basically that is the Facebook of the older generation. 
Flee markets has a really similar approach to it but the goods are different. 
While in normal markets you can buy vegetables, fishes, meat and bread, 
in flee markets you can buy Italian history; 100 year old furnitures, stranger 
family’s photographs and II. World War uniforms. In this video I’m sharing 
with you the mood of a North Italian flee market in Piazzola Sul Brenta. 
(feel free to find my YouTube channel BarbART for arts and videos like this 
about Italy)
The fantastic music in the video is made by The Hot Teapots.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의 
벼룩시장>, 2019, 영상, 4:27
A Flee market in North Italy, 
Veneto, 2019, Video,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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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거리 작가 바바라 미하이의 작품,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의 벼룩시장>
A Flee market in North Italy, Veneto by Barbara MIHÁLYI of Hungary

홍천중앙시장 1층에는 이탈리아의 낯선 벼룩시장 풍경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우리에
게 필요한 생필품을 팔고 사는 일반 시장과 달리 이 영상 속 벼룩시장에선 골동품과 같은 
유물들이 독특한 수집 취미를 지닌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100년이 넘은 가구, 장식이 
특이한 공예품, 무명 화가의 작품,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누군가의 사진과 19세기 귀족
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크고 작은 유품들이 벼룩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둘러싼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서 흥정이 한층 진행됩니다. 영상 속 벼룩시장이나 이곳 홍천중앙
시장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필요한 것들을 사고팔면서 활기차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
는 중입니다.

On the 1st floor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a video image of an unfamiliar flea 
market in Italy is screened. Unlike the general market that sells and buys the daily 
necessities we need, the flea marketin this video buys and sells artifacts such as an-
tiques, which attract people witha unique collection hobby. At the flea market in the 
video, furniture over 100 years old, handicrafts with unusual decorations, works by un-
known artists, portraits of unknown people, and large and small memorabilia of people 
presumed to be 'nobles of the 19th century' are abundantly piled up. To buy and sell 
these items, further bargaining takes place between the merchant and the consumer. 
Whether it's the flea market in the video or here in Hongcheon Joongang Market, peo-
ple are living a lively and busy life, buying and selling things with each other.



재생 4. 스트리트 Revitalization 4. STREET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492 493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금쪽 같은 내 새끼>, 
2021, 퍼포먼스, 
홍천중앙시장, 홍천
The dearest child of 
mine, 2021, performance, 
Hongcheon Joongang 
Market, Hongcheon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홍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Hongcheon, 
Korea

극단 새날 서미화 (1974~) 

Creative group 
Sae-Nal, 
Mi-Hwa SEO

금쪽 같은 내 새끼 
The dearest child of mine

스토리 (축약)

둥둥둥 내 딸이야!
아기가 백일 때 쯤 부터 얼굴이 벌게지면서 뭐가 나더라구요. 
어른들이 태열이라면서 흙 밟을 때 되면 낫는다하기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게 아토피라!)

병을 약으로 치료할게 아니고, 매일 먹는 음식이 보약이 돼야 하며, 
깨끗한 환경이 필수구나!

우리가 먹을 물이고 우리가 살 땅이면 힘들고 불편해도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지요.
그래야 금쪽같은 우리새끼들도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살 수 있
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 지구를 ‘독수리 5형제’한테 맡겨두지 말고, 우리가 모
두 나서서 지켜나갑시다.

Summary of the story
My dearest adorable daughter!
When she turned one hundred days her face got reddish and something 
like rashes. 
My parents and elders said that was congenital fever, and she would get 
better when started to walk. So, I thought she would get better. 
Instead, she got worse… (because she got atopy!)
That disease is to be treated not with medicine but with food that she takes 
every day. Furthermore, a clean environment is essential! 
This is the water we will drink, and this is the land we will live in, so no 
matter how difficult and challenging it is, we need to protect it. 
Only then can our dearest children continue to live healthily in this la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 stop trusting this world to some super-
heroes. Instead, let us all rise and preserve it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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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극단 새날 서미화의 작품, <금쪽같은 내새끼>
The dearest Child of mine by Mi-Hwa SEO, 
Creative group Sae-Nal of Korea

홍천중앙시장에서 여성 공연자가 한 명의 악사와 더불어 
여성주의 창작 판소리 공연을 펼칩니다.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전통시장의 상인의 많은 분들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서 공연자는 관객을 위한 맞춤형 스토리를 개발하여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한 창작 판소리를 기획했습니다. 시장 상인
뿐 아니라 시장을 찾은 도민들이 함께 즐기는 이 공연은 익
살스러운 풍자와 삶의 애환을 듬뿍 담아 관객을 웃기고 울
리는 흥미진진한 스트리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At Hongcheon Joongang Market, a female performer, 
along with a musician, presents a creative pansori 
performance, Korea’s traditional musical storytelling. 
Considering that many vendors and merchants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and Hongcheon Tradi-
tional Market are women, the performer created a story 
tailored to them and added a new meaning to produce 
this creative pansori performance. This performance 
full of humorous satire and joy and sorrow of life will 
make the market merchants, as well as the citizens vis-
iting the market, laugh and cry all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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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작가 약력
Participating Artists’ CV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임영선
Youngsun LIM
한국 Korea

1959년 한국 군산 출생
현, 한국 광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9, Kunsa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wangju, Korea

김성복
Sung bok KIM 
한국 Korea

1964년 한국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4,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고요한
YoHan KO
한국 Korea

1992년 한국 공주 출생
현, 한국 공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92, Gongj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ongju, 
Korea

김진우
Jinwoo KIM 
한국 Korea

1969년 한국 의성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9, Uiseong-gu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일그바르스 잘란스
Ilgvars ZALANS
라트비아 Latvia

1962년 라트비아 빌킨 출생
현, 라트비아 리가 거주
Born in 1962, Viļķene, Latvia
Lives in Riga, Latvia

댄 홀터
Dan HALTER
짐바브웨 Zimbabwe

1977년 짐바브웨 하라레 출생
현, 짐바브웨 거주
Born in 1977, Harare, Zimbabwe
Lives in Zimbabwe

나인성 
In-Sung NA
한국 Korea

1988년 한국 출생
현, 경기도 거주
Born in 1988, Korea
Lives in Gyeonggi-do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2005  Stux Gallery, New York, USA  
2002  University of Wyoming Art Museum. Wyoming, USA 
2000  Limin Museum, Seoul, Korea 
1999  Liebmanmagnan Gallery.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Mediation Biennale, Poland 
2001  Under the Skin, Wilhelm Lembruck Museum, Duisburg, Germany 
2000  The End, Exit Art, New York, USA
2000  Kwangju Biennale 2000, Kwangju, Korea 
2000  Unnatural Scence(Mass Moca MA), North Adams,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Lucky physiognomy, Mediazen, Seoul, Korea
2019  Price of Dream, Olmi Art Space, Seoul, Korea
2018  Dream of Dokkaebi, Savina museum,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Origin of Desire, Jungnang Art Center, Seoul, Korea
2019  king sejong and music hwangjong, Sejong, Korea 
2018  Say the Unsaybles,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Yeosu, Korea
2020  The blue, Seongbuk Art Museum, Seoul, Korea

Selected Programs
2021  Graduation Exhibition of the China    Academy of Fine Arts-  
 Master course
2020  Baggat Art outdoor Festival- Namhan River
2020  YATOO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Program
2019  Geumgang Nature Art Pre-Biennale 
2018  Vayu Art and Mind Residence Program / Ir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6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Gongju, Korea 
2014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Gongju, Korea 
2013  Beijing Rong Qing Xia Ice and Snow Festival, Beijing, Chin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The Secret of Evolution; Embracing Nature, The Human and Mechanical,  
 Cheongju, Korea
2019  The Secret of Evolution; #J-3, Art space Plasque, Seoul, Korea 
2017  The Secret of Evolution; #J-1,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2016  New Human Beings, Wandering the Forest,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2015  A Paradigm Shift, Art space H,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Fantasy, Seongnam Cube Art Museum, Seongnam, Korea
2020  4.3 Art Exhibition, Jeju 4.3 Peace Foundation, Jeju, Korea
2019  Toy in Mutiny,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2018  Paradise of Light,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Korea
2017  Sea Art Festival, Dadaepo Beach, Busan, Korea

임옥상
Ok-Sang LIM
한국 Korea

1950년 한국 부여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거주
Born in 1950, Buyeo, Korea 
Lives in Gyunggi-do,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Sound of earth, silence of earth (ASLD Art Students League of Denver, CO, USA)
2019  흙 Heurk (SA+ H queen's, Hongkong)  
2017  The Wind Rises (CMAY Gallery, LA, USA)
2017  The Wind Rises (Gana Art Center, Seoul)
2015  Mureungmudeung (May Hall, Gwangj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Counter ART : Aesthetics of South Korean Activism (Redline Contemporary 
 Art Center, Denver, CO, USA)
2019  One Breath : Infinite vision (Ink studio, Beijing, China)
2019  One Breath : Infinite vision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NY, USA)
2018  Contemporary arts reflection on an ancient kingdom Silla 
 (Gyeongju National Museum, Gyeongju, Korea)
2018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Changw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4  Colonial beauty, gallery Bastejs, Riga, LATVIA
2013  Bridges, Mark Rothko art centre, Daugavpils, LATVIA
2011  War, ERARTA Art museum, Sanktpeterburg, RUSSIA
2010  Bella Vida, Kamiyama  centre, Tokushima,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Mark Rothko art center, Daugavpils, LATVIA
2019  ERARTA Art museum, Sanktpeterburg, RUSSIA
2015  SCOPE Miami Beach 2015 , Miami USA
2015  SCOPE Art Basel 2015 , Basel, SWITZERLAND
2013  ArtexParte II, BuenosAires, ARGENTIN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Money Loves Money, Osart Gallery, Milan
2019  Plenty sits Still, Hunger is a Wanderer, Thisisnofantasy, Melbourne
 Cross the River in a Crowd, Whatiftheworld / Gallery, Cape Town
2018  Patience Can Cook a Stone, Whatiftheworld / Gallery, Cape Town
2017  Zimbabwean Traffic, Skövde Konstmuseet, Skövde, Sweden 
 Mafuta Farm, Dillon + Lee, New Yor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is is not Africa – Unlearn what you have learned, ARoS Aarhus   
 Kunstmuseum, Denmark
2020  Dance of Urgency, Het HEM, Netherlands
2020  Histories of Dance, Museu de arte de São Paulo Assis Chateaubriand (MASP), 
 São Paulo, Brazil
2019  LagosPhoto Festival, Lagos 
2019  No Photos on the Dance Floor! Berlin 1989 – Today, C/O Berlin Foundatio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Traveler’s Diary, Gallery 4Walls, Seoul, Korea
2016  Personal Space. Galleryis, Seoul, Korea
2013  In-Sung NA, Gallery We, Yong-I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In-Sung NA, Il LEE, Open space on Sejong Center, Seoul, Korea
2017  Personal Space, Gallery We, Seoul, Korea
2017  Personal Space, Bround Hands,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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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Myoung ho LEE
한국 Korea

1975년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5,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이남
Lee Nam LEE 
한국 Korea

1969년 한국 담양 출생
현, 한국 광주 거주 
Born in 1969, Damyang, Korea 
Lives in Gwangju, Korea

레베카 멘데즈 
Rebeca MÉNDEZ
미국, 멕시코 USA, Mexico

1962년 멕시코 출생
현, 미국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2, Mexico City, Mexico 
Lives in and works in USA

백정기
Jungki BEAK
한국 Korea

1981년 한국 출생
현, 한국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1, Korea 
Lives in and works in Korea

안나 리트리도우 
Anna LYTRIDOU
키프로스 Cyprus

1962년 키프로스 라나카 출생
현, 영국 런던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2, Larnaca, Cyprus
Lives and works in  
London, U.K.

케비나-조 스미스 
Kevina-Jo SMITH
호주 Australia

1979년 호주 와가와가 출생
현, 호주 루라 거주
Born in 1979, Wagga Wagga, 
Australia
Lives in Leura, Australia

임케 러스트 & 
슈테펜 홀츠캄프
Imke RUST & Steffen 
HOLZKAMP
나미비아/독일 Namibia/
Germany, 독일 Germany

1975년 나미비아, 독일 출생
1963년 독일 출생
현, 독일 거주
Born in 1975, Namibia and 
Germany
Lives in 1963, Berli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dr næda］,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2018  Nothing, But, Gallery Hyundai, Seuol, Korea
2017  Camera Obscura, Camera Lucida and The Between or The Beyond,  
 Savina Museum, Seoul, Korea
2017  Tree…, Yossi Milo Gallery,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Sustainable Museum: Art and Environment,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2021  Platfprm #26, DeCordova Sculpture Museum, Lincoln, USA
2020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hangwon, Korea
2020  Among the Trees, Hayward Gallery, London,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12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Media art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er   
 Brussels, Brussels, Belgium 
2020  He’s been here...Postmodern Aura In Lee Lee Nam, Metaphysical Gallery, Taiwan 
2019  Lumière et Liberte-Reborn Light, IESA University, Paris, France 
2018  A Path to Peace Mars Media art center, Moscow, Russ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Border Crossings. North and South Korean Art from the Sigg Collection, 
 Bern Kunstmuseum, Switzerland 
2021  Exhibition in celebration of the Opening of Jeonnam Museum of art ‘Beneath  
 the Mountain, Along the Water’, Jeonnam Museum of art, Gwanyang, Korea 
2020  ONE INSPIRATION –The Very First Ideas from Korean Tradition and Culture,  
 The Royal Lazienki Museum, Warsaw, Poland 
2020  MUSEUM WEEK 'Museum on the street', Gwanghwamun, Seoul, Korea 
2019  'Film & Arts', Rise of Roots, Starr cinema, Tate Modern Museum, London,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Rebeca Méndez: Becoming With, Laguna Art Museum, Laguna Beach,  
 California (forthcoming), USA 
2021 Art & Nature Festival: Rebeca Méndez, Laguna Art Museum, Laguna Beach,  
 California (forthcoming), USA 
2020 Anchorage Museum, Façade Video Projection, Alaska, USA
2018 Rebeca Méndez Selects,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New York, USA 
2012  Rebeca Méndez: At Any Given Moment, Nevada Art Museum, Reno,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We Belong Here, Nevada Museum of Art, Reno, USA
2020 Shelters/Refuge Landforms, Anchorage Museum, Anchorage, Alaska, USA
2020 SKY, Williamson Gallery, Pasadena, California
2019 Between the Lines: Typography in Los Angeles County Museum’s Collection,  
 Los Angeles, California, USA 
2018 Under the Cobalt Blue Sky, Museo de Arte Contemporaneo, Oaxaca, Mexico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Contagious magic, OCI Museum, Seoul, Korea
2015  Revelation,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S
2015  Mind Walk, Doosan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2  Is of, Alt Space Loop, Seoul, Korea
2010  Sweet Rain, Insa Art Space of Art Council Korea,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Equilibrium, ACC, Gwang-ju, Korea
2020  Korean Eye 2020, Saatchi Gallery, London, UK
2020  Confronting Today's Questions,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2019  The way a Hare transforming into a Tortoise, Nikolaj Kunsthal, 
 Copenhagen, Denmark 
2018  Power Play, Delfina Foundation x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조병철
Byungchul CHO
한국 Korea

1974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용인 거주
Born in 1974, Seoul, Korea 
Lives in Yongin, works in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19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16  Gwangmyeong Upcycle Art Center, Gwangmyeong, Korea
2012  Noam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Daegu, Korea
2019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heongju, Korea
2019  KOREAN UPCYCLE ART&DESIGN FRONTIER, Leipzig, Germany
2018  The 7th Shenzhen Sculpture Exhibition, Shenzhen, China
2017  East lake International Ecological Sculpture Biennale, Wuhan, Hubei   
 Province, China
2017  The 5th China Changchun World Sculpture Conference, Changchun   
 International Sculpture Park, Changchun, Chin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he Constellations We Make, London, Cyprus High Commiss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Recreational Grounds: Off Site, Thames- Side Studios, London, UK
2021  Drawing Biennial 2021, Drawing Room, London, UK
2020  The Invitational I, Unit 1 Gallery Workshop, UK
2019  Amalgamation, Cello Factory, London, UK
2019  Well Art Contemporary, Wells Cathedral, Wells,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Lead Artist, Jirisan International Arts Festa, Handong-Gun, Koera 
2018  Never Give Up, Blue Mountains Cultural Centre, Australia
2017  Women and Rhythm, Platform Gallery, Katoomba, Australia 
2017  Protest Booth, Newcastle Gallery, Newcastle, Australia
2017  Magic and Mayhem, VANDAL Gallery, Redfern, Sydney, Austral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A Loop, A Link, A Circle, Granville Centre Art Gallery, Granville, Australia
2021  Sculpture at Scenic World, Scenic World, Katoomba, Australia
2020  Fragmants of Conversations, Create Festival,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2019  Recovering, Breathing, Resting, Hadong-Gun, Jirisan Art Museum, Korea
2018  Wild Within, Curated by La Wayaka Current, Guest Projects Gallery, 
 London UK

RUST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Drawing Certainty from the Spring of Doubt, Hälsingegården Erik-Anders, 
 Asta, Sweden
2018  Fremde Welten, Orangerie, Oranienburg, Germany
2017  The Horse is a Problem. The Horse Must Go. Pasinger Fabrik, Munich, Germany
2017  Imke Rust’s Land Art, Museum auf der Hardt, Wuppertal, Germany
2012  …and I sensed an infinite scream passing through the Namib, The Las Resort  
 (independent non-gallery space) Swakopmund, Namibia

HOLZKAMP Selected Film Projects
2021  Radio Taxi 1991 – Night Shift in Berlin (West)
2021  Die Flasche / The Bottle
2016  An Infinite Scream – Goethe Institut, Windhoek, Namibia (Premiere)
2007  17 Hippies und eun Zir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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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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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Jiyen LEE
한국 Korea

1979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경기 거주
Born in 1979, Korea 
Lives in Gyeonggi, Korea

한호
Ho HAN
한국 Korea

1972년 한국 서산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Born in 1972, Korea 
Lives in Paju, Korea

이소영
Soyoung LEE
한국 Korea

1972년 한국 인천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Born in 1972, Incheon, Korea 
Lives in Incheon, Korea

문소현
Sohyun MOON 
한국 Korea

1983년 한국 제주 출생
현, 한국 경기 거주
Born in 1983, Jeju, Korea 
Lives in Gyeonggi, Korea

이탈
Tal LEE
한국 Korea

1967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Born in 1967, Seoul, Korea 
Lives in Incheon, Korea

이동욱
Dongwook LEE
한국 Korea

1976년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6, Daej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겐코 귈란
Genco GÜLAN
터키 Turkey

1969년 출생
현, 터키거주 및 활동
Lives in 1969, and works in 
Turke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Art project 'Beyond Z', Gyeonggi Creative Center Gallery 2, Ansan, Korea
2018  ‘Regulation of Circulatio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Project gallery, 
 Ansan, Korea
2017  Time Lapse Time, INTERACTION SEOUL, Seoul, Korea
2015  The one and only, Makeshop Art Space, Paju, Korea
2013  Natural, Space K, Daeg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Two Mountains, Tiger 1 artistrun space, Seoul, Korea
2018  Unofficial Disorder, Gyeonggi Creative Center, Ansan, Korea
2016  Arrival, Galley Simon, Seoul, Korea
2015  Korea Contemporary-Fusion, Gallery Ron Mandos, Amsterdam, Netherland
2015  Narrative Panorama, Gallery Blankspace, New York,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HELLO Contemporary Art, Bongsan Art Center, Daegu, Korea
2017  Eternal Light, Cheonan Art Center, Cheonan, Korea
2017  Eternal Light, Korean Embassy Invitation, Manila, Philippine
2011  Eternal Light, Tenri Gallery, New York, USA
2010  Eternal Light, GONG Gallery, Beijing, Chin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Paper Moon, Contemporary Art Museum of Crete, Crete, Greece
2016  Technology in Contemporary Art, UNESCO Hall of Miro, Paris, France
2015  Personal Structure, Venice Biennale Special Exhibition, Palazzo Bembo,  
 Venice, Italy
2015  Trio Biennale 2015, Centro Culture Banco do Brazil, Rio de Janeiro, Brazi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A flowing Image, Galerie National D'art, Dakar, Senegal
2016  JIAF Jeju International Art Fair, Jeju Citizens' Hall, Jeju, Korea
2015  Subtle Perception, Light gardening Gallery, Bundang, Korea
2013  FOLDED LANDSCAPE, Invitation MOST(Most of Site), Hong Kong
2012  LIGHT SCAPE, Invitation Shinsegae Gallery, Inche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Asia Hotel Art Fair, Nine tree premium hotel, Seoul, Korea
2019  Searching for the origin of Yeongnam culture: Gaya Gimhae, Shinsegae 
 Gallery, Daegu, Korea 
2018  Description of Absence, Art Space IAa, Jeju, Korea
2017  Deep sea: Shanghai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China
2017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Between art and everyday life> 
 art platform, Inche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Contagious magic, OCI Museum, Seoul, Korea
2015  Revelation,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S
2015  Mind Walk, Doosan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2  Is of, Alt Space Loop, Seoul, Korea
2010  Sweet Rain, Insa Art Space of Art Council Korea,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Equilibrium, ACC, Gwang-ju, Korea
2020  Korean Eye 2020, Saatchi Gallery, London, UK
2020  Confronting Today's Questions,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2019  The way a Hare transforming into a Tortoise, Nikolaj Kunsthal, 
 Copenhagen, Denmark 
2018  Power Play, Delfina Foundation x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첸 사이 후아 콴
Chen Sai HUA KUAN
싱가포르 Singapore

1976년 싱가포르 출생
현, 싱가포르 거주
Born in 1976, Singapore 
Lives in Singapor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Chitter-Chatter, Comma Space, Singapore
2019  Sound Like 20, The Esplanade, Singapore
2016  Sound Like,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2014  Space Drawing, OSAGE Gallery, Hong Kong
2012  Everything That Has a Point Makes a Circle, Yavuz Fine Art, Singapor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is is Where I Draw the Line: Re-definitions of drawing as form, ADM 
 Galler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2020  Outlining Space, National Centre for Contemporary Art, Kaliningrad, Russia
2020  Singapore Open Media Art Festival, Oil Tank Cultural Park, Seoul, Korea
2019  Only Collect Osaka” (Half Collection), Creative Center Osaka, Osaka, Japan
2014  Countershadows (Tactics in Evasi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Singapore 
2013  If the World Changed, The Singapore Biennale 2013,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Ready Made Manseok, Woori Museum of Art, Incheon, Korea
2015  The World of Metaphysics, Sunkwang museum, Incheon, Korea
2007  Fat Pigeons (invited by PI ARTWORKS Gallery, Istanbul, Turkey 
2005  In Our Strange Garden, Space Beam, Incheon, Korea
2003  Attacked belief,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The Eternal Nomad, Gyeonggi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Ceramic Art, Icheon, Korea
2020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hangwon, Korea
2019  The way of embracing the horizontal world,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9  Sejong counter wave – Immanent Power, Sejong Center, Seoul, Korea
2018  Dakar Biennale Special Exhibition, Boribana Museum of Art, Dakar, Senega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Ancient Future, Kadir Has University Art Gallery, Istanbul, Turkey 
2015  Contrail, Hollows Art Space, New York, USA
2014  Android, Archeology Museum, Antalya, Turkey
2012  Ich bin ein Museum, Berlin, Germany 
2011  Future Archeology, Painting and Sculpture Museum, Izmir, Turke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Contemporary Art form Turkey’ Academy of Arts, Kyiv, Ukraine. 
2015  Side Effect, Tettix Art Gallery, Thessaloniki, Greece 
2015  Videogra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Bogotá, Colombia.
2015  Stay With Me, Museums Weserburg, Bremen, Germany 
2015  Auto-Chemistry, The Hollows Art Space, New York,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6  Low Tide, Arario Museaum, Jeju, Korea
2016  All the Interestings, Perigee Gallery, Seoul, Korea
2014  The Average Affliction, Corner art space, Seoul, Korea
2013  Back Gardens, Charlott Lund Gallery, Stokholm, Sweden
2012  Love Me Sweet, Arario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Ultimate Deal, Seoul Oil Park, Seoul, Korea
2018  Now Here Once Again, Yeosu Convention Center, Yeosu, Korea
2018  Endress Column, Arario Gallery, Seoul, Korea
2017  Romantic City, Inside-Out Art Museaum, Beijing, China
2017  Displacement of Time, Arko Museaum Space Feelux, Seoul, Korea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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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2. 와동 Revitalization 2. WADONG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이정교
Jung Gyo LEE 
한국 Korea

1963년 한국 포천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3, Poch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김성수
Sungsoo KIM 
한국 Korea

1984년 한국 전주 출생
현, 한국 전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4, Jeonj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Jeonju,  
Korea

조은필 
Eun Phil CHO
한국 Korea

1979년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부산 거주
Born in 1979, Busan, Korea 
Lives in Busan, Korea

정혜례나
Hyeryena JUNG
한국 Korea

1963년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홍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3, Jinhae, Korea
Lives in and works in 
Hongcheon, Korea

변경수
Kyungsoo BYUN
한국 Korea

1978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판교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8,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Pankyo, 
Korea

이창희
Changhee LEE
한국 Korea

1980년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0,  Busa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Representation of Time, Craft on the Hill, Seoul, Korea
2018  Department Store of Shinsegae Gangnam, Seoul, Korea
2016  Grand Intercontinental Parnas Hotel,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Seen & Felt, Gallery Suppoment, Seoul, Korea 
2019  You Can Do Anything, Gallery Suppoment, Seoul, Korea 
2018  Sparking Summer, Gallery Suppoment,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Expo Yeosu Convention Center, 
 Exhibition Hall, Yeosu, Korea
2020  “Outsider”, The Preview Exhibition of foCA Studio 2020,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Jeonju, Korea
2019  “Beyond The Line” Exhibition, Co Gallery,  Beriin, Germany
2018  18th Ha Jung-woong Young Artists Invitation Exhibition, Ha Jung-woong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18   “PATHOS OF THE FRINGES”,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When Darkness and Water Combined, French Cultural Center Art Space in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2020  The Time when Everything Comes true, Sangsang Madang, Busan, Korea 
2020  A Night Looking Down at the Stars, Art District P, Busan, Korea 
2019  Half-Tone - SO.S (SARUBIA Outreach&Support),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2019  Return to Form, Kims Art Field Art Museum, Busa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Sensory Grammar,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Korea
2020  The Crossing Border, Border Crossing International Festival of 
 Intermedia:Here is Mong Kok, JCC Arts Center, Hong Kong
2020  Geumgang Nature Art Biennale-Neomixed era, Yeonmisan Nature Art Park, 
 Gongju, Korea
2019  Repetition and Difference-about tim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17  Diversity Hybridizing-Taehwa Eco River Art Festival, Taehwa Eco River, Ulsa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20th Solo Exhibition, Gally Yedam, Chuncheon, Korea
2020  19th Solo Exhibition,  Hongcheon Art Museum, Hongcheon, Korea
2019  18th Solo Exhibition, Hongcheon Art Museum, Alpaka gallery, Far East 
 Broadcasting Station Gallery, Hongcheon, Korea
2018  17th Solo Exhibition, Hongcheon Culture & Arts center, Art User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Hongcheon Fine Arts Association Group Exhibition, Hongcheon Art Museum, 
 Hongcheon, Korea
2020  “Calling”, The Invited Exhibition, Gallery Seo Ho, Seoul, Korea
2020  Gangwon Modern Artist Exhibition, Group Exhibition, Hongcheon Art 
 Museum, Hongcheon, Korea

미야오 샤오춘
MIAO Xiaochun 
중국 China

1964년 중국 우시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in1964,  Wuxi, China 
Lives in and works in Beijing, 
Chin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6  Metamorphosis, Klein Sun Gallery, New York, USA
2016  Echo, Galerie Paris-Beijing, Paris, France
2015  Miao Xiaochun 2015, Art Museum of Nanjing University of the Arts, Nanjing, 
 China
2015  Miao Xiaochun: Grammar, Arario Gallery, Shanghai, Chin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Art in Motion. 100 Masterpieces with and through Media. An Operative Canon, 
 ZKM，Karlsruhe，Germany
2018  Photography and Video from China, The Walther Collection, Museum Neu-Ulm, 
 Germany
2018  Open Source-First Shenzhen Biennale, Luohu Art Museum, Shenzhen, China
2017  China, art en mouvement, Musée du Film d’Animation, Château d’Annecy,  
 Annecy,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Specific Mass”, Kara’s Gallery, Seoul, Korea
2016 “Blurred Mass”, Gallery Chosun, Seoul, Korea
2015 “The Bitter-Sweet Life in Hong Kong(樂苦人生)”, Gallery the Harbor, Hong Kong
2012 The 2nd Solo Exhibition, UNC Gallery, Seoul, Korea
2007 “The Bitter-Sweet Life”, Dukwon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And Share”, Studio Kki, Paju, Korea
2020 Corona19 Public Project, Seoul, Korea
2020 “Healing Tact”, Gallery Sein, Seoul, Korea
2020 Seoul Sculptors Society the 41st Annual Exhibition, Kimsechoong Museum,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Person- Go together” 4th Solo Exhibition, KEPCO Art Center Gallery in 
 Yangjae-dong, Seoul, Korea
2018  “to walk to place” 3rd Solo exhibition, Bundang Suho Gallery, Gyeonggi-do, 
 Korea
2017  “CROWD”, 2nd Solo Exhibition, Insadong Gana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10  “Rhythmic Ruler”, Solo Exhibition, Sungbo Gallery in Insa-dong, Seoul, Korea

재생 1. 탄약  Revitalization 1. TANYAK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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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Hoyoung LEE
한국 Korea

1965년 한국 강릉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5, Gangneung,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디어드레 오마호니
Deirdre O'MAHONY
아일랜드 Ireland

1956년, 아일랜드 리머릭 출생
현, 아일랜드 킬케니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6, Limerick, Ireland
Lives in and works in 
Kilkenny, Ireland

루멘 미호프 디미트로프
Rumen Mihov DIMITROV 
불가리아 Bulgaria

1965년 불가리아 오파카 출생 
현, 불가리아 벨리코 타르노보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5, Opaka, Bulgaria
Lives in and works in Veliko 
Tarnovo, Bulgaria

김순임
Soonim KIM
한국 Korea

1975년 한국 풍기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5, Punggi, Korea
Lives in and works in 
Inche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he Old Garden – The Way on the road”, SOLA Contemporary, LA, USA
2019  “The Old Garden – Blue Waiting”, Gallery DAP, Warszawa, Polska
2019  “The Old Garden – Blue Waiting”, LAARTCORE,LA, USA
2018  “The Old Garden – Empty Seat”, Hyo-Seok Lee Literary Museum,   
 Pyeongchang, Korea
2017  “The Old Garden – Blue Waiting”, LOFT, LA,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Reason to sense”, Gallery H, Seoul, Korea
2019  “Views Looking On the present”,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Gangneung Museum of Art, Gangneung, Koera
2019  “New DIALOGUE”, Exposition Dart contemporary Corea France a Paris,  
 89 Gallery, Paris, France
2019  The 1st International Exhibition of the Arts Colleges ‘Dean’s Cup’, Gwangju 
 Biennale Exhibition Center, Gwangju, korea
2019  Korea- Artist, Bulla Fond Museum, St.Petersburg, Russi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The Persistent Return moving image installation”, VISUAL Carlow, Ireland
2018  “Trial and Error/ The Persistent Return”, film and archival installation   
 Natuurmuseum Fryslan, Leeuwarden EU Capital of Culture, Netherland
2017  “Speculative Optimism”, Wellcome Trust Livestock production residency and  
 film installation, Museum of English Rural Life, Reading, UK. 
2016  “A Village Plot”, Irish Museum of Modern Art Dublin, Ireland
2015  “X-SPUD”, The National Irish Famine Museum, Roscommon, Ire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Little do they know”, EVA International Biennale, Limerick Ireland Phase 2, 
 curated by Merve Elvern, Ireland
2021  “Oppression Digestion”, Performative Lecture, Critical Cooking Channel, 
 PhotoIreland 2021, Ireland.
2021  “Juemai #4.Objects in Dialogue”,  Invited Online Project with Food Cultura, Barcelona.
2020  “Stories from Lismore and Beyond”, Lismore Castle Arts, Ireland.
2020  “Haarlem Periodical Re:rural” - Four Contemporary Artists Un-learn and Re- 
 imagine the Rural, Annalee Davis, Feral Practice, Deirdre O’Mahony and 
 Pauline Woolley Haarlem Artspace, Wirksworth,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Award for Sculpture on National Exhibition of Allianz Bank Awards, Bulgaria
2017  Public Vote Award on Biennale of Sculpture Sologne, France
2013  Award for Sculpture on 21 st International Biennial of Humour and Satire in  
 the Arts, Gabrovo, Bulgaria
2012   Special Conferring on Honorary of Citizenship, Icheon, Korea
2011  Special Selection Award for Sea Art Festival, Busan Biennale,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Small Monuments, Castle Hamburg, Gallery Mucha, Gallery Müller &   
 Petzinna, Germany
2013  Installation Exhibition in Pilar & Joan Miro Foundation, Palma de Mallorca,  
 Spain
2010  Art Show Zurich, Switzerland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Sea-scape”, Dadaepo2020, Hongik Art Center, Busan, Korea
2020  “Sea Rainbow”, Kyushu Geibunkan, Chikugo-si, Japan
2018  “Leaves Leave”, Sanggoang9 Gallery THAV (Teaser Hill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2016  “Landed Ocea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2  “On the Road”, SoMA museum Drawing Center,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Embroidered on Memory”, Sehw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0  2020 World Heritage Festival, Gumoon Oryum, Jeju, Korea
2019  “Feel Art”, GS Caltex Yewolmaru Jangdo Museum, Yeosu, Korea
2017  Gujing International Nature&Art Biennial, Gujing Artist Village, Ghangzou, China
2017  GNAP_ Global Nomadic Art Poject – Germany, France, Germany &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Video response: What would the dance/performance scene look like, if you  
 could decide”, online, Ful Collective, Sweden
2020  “Listening to dance – sound narratives of a dance”, MFA graduation festival,  
 LHI, Reykjavík, Iceland
2018  “Sakhi 03.04”, Tanztage Festival, Sophiensaele, Berlin, Germany
2016-2017 “Intervention 03.02”, ACCA - Australian Centre for Contemporary Arts,  
 Melbourne, Australia, Colombo Dance platform, Colombo, Sri Lanka
2016   “Archiv Nr 7”, Tanztage Festival, Sophiensaele, Berlin,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Echoes of Listening”, live performance audio recording, with Isuru   
 Kumarasinghe, Listening Biennial,       International
2019  “Performance at Ferment: Mutterkorn”, curated by apparatus GbR, with Jan  
 Vahl, Uferstudios, Berlin, Germany
2017  “Performance at Elegie - Pharmakon, curated by apparatus GbR, Uferstudios,  
 Berlin, Germany
2015  “Mourning in Protest”, concept Sara Mikolai, performance Garunya Karunaharamoorthy/ 
 Sara Mikolai, Live Art Festival-Hamamness, Kampnagel, Hamburg, Germany

마리아 멜레스키나
Maria MELESHKINA 
러시아 Russia

1992년,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생 
현, 러시아 모스크바 거주 및 활동
Born in 1992, Yuzhno-Sakhalinsk, 
Russia
Lives in and works in Moscow, 
Russia

박장근
Jangkeun PARK
한국 Korea

1968년, 한국 홍천 출생
현, 한국 이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8, Hongch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Iche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Goyang Street Sculpture Exhibition, Gyeonggi-do, Korea
2020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hangwon, Korea
2016  Daejeon Metropolitan Fine Art Contest, Daejeon, Korea
2015  “See: Sea and Seed”, Busan Art Biennale, Busan, Korea
2015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Seoul Arts Center Autumn Art Market,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16,  2015 ACAF,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13  “Human Blossom”, Gallery Pakyoung, Paju, Korea
2011  “Talk about Human”, Gallery We, Yongin, Korea
2008  “Moving forward to the dream”, Gallery Moa, Paj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House of Artist, Yeoju Art Museum, Yeoju, Korea
2019  Chuncheon Sculpture Symposium Special Exhibition, Chuncheon Cultural  
 Space-Station, Chuncheon, Korea
2019  “Kim Yoon Soo” Memorial Exhibition, Gana Art Center, Seoul, Korea
2019  “Homo Symbious” KRATWERK2019, Gallery Choi, Seoul, Korea
2018  Anseong City Environment Art Festival, Anseong ParadiseHistory Park, 
 Anseong, Korea

사라 미콜라이
Sara MIKOLAI
스리랑카, 독일  
Sri Lanka, Germany 

1989년 독일 베를린 출생
현, 독일 베를린, 스리랑카  
콜롬보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9, Berlin, Germany
Lives in and works in Berlin, 
Germany, Colombo,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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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루 쿠마라싱에 
Isuru KUMARASINGHE
스리랑카 Sri Lanka

1987년 스리랑카 콜롬보 출생
현, 스리랑카 콜롬보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7, Colombo, Sri Lanka
Lives in and works in Colombo, 
Sri Lank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Akagra:Sitting with trees under skies”, Colombo, Sri Lanka
2012  “Between Dreaming”, Colombo, Sri Lanka
2015  “Feedback”, Theertha Performance Platform, Colombo, Sri Lank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Echoes of listening for Listening Biennial collaboration with Sara Mikolai, 
 Berlin, India, London
2019  Leaning In for Colomboscope, Colombo, Sri Lanka
2017  Listener for Theertha Performance platform Colombo, Sri Lanka
2016  Where the small things are for Serendipity art festival, Goa, India
2015  Untitled  for Shadow scene:colomboscope, colombo,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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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식
Dongsik ROE
한국 Korea 

1973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광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3,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wangju-si, Korea

정태규
Taekyu JEONG
한국 Korea 

1971년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대전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1, DaeJeo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DaeJeon, 
Korea

김도희
Dohee KIM
한국 Korea

1979년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9, Busan,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조영하 
Youngha JO
한국 Korea

196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5,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Time i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Public Naeseorak Art Museum, Inje, Korea
2020  “Art Vacance - Another winter”, SHINSEGAE Gallery, Gwangju, Korea
2020  “Apple In My Eyes” Exhibition,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0  “When Play Becomes Art”,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20  “Open up a Dream Park” Exhibition, Posco Art Museum, Pohang,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Solo Exhibitions, Katsushika Symphony Hills,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Changwon Sculpture Biennale,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2019  “Our reflection”, artP.kunstverein, Perchtoldsdorf, Austria
2018  33rd Sao Paulo Biennale, Casa Contemporanea, Sao Paulo, Brazil
2018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Korea, China, Japan joint exhibition,   
 SamtanArtmine, Sabuk, Korea
2018  2018 PyeongChang Olympic Cultural Olympics Documentary, Gyeongpo-
 Beach, Gangenung,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Signs of Extinction”, CR Collective, Seoul, Korea
2019  ”Rhythm under the Skin”, SH Art Project, Tokyo, Japan
2017  ”Root of the Tongue”, Jean Art Gallery, Seoul, Korea        
2012  ”Moon Illusion”, Alternative Space Place MAK, Seoul, Korea
2011  ”Watering the Dead Tree”, Insa Art Spac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2021 Soorim Art Prize Finalists Exhibition, Seoul, Korea
2020  “Artistic Playground”, MMCA Gwacheon, Gwacheon, Korea 
2019  “SEONG : Fantastic City Suwon Hwaseong Project 2019”,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Korea
2018  Tokyo Art Fair, World Art Tokyo,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2017  “The Arrival of New Woman”, MMCA Deoksugung,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Art Projects International, New York, USA
2012  Gallery Hyundai, Seoul, Korea
2001  AD&A Gallery, Osaka, Japan
1972  Goethe Institute, Seoul, Korea
1995 Won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e Scenery We Face”, Our Daily Gaze,  Korea-Spain Exhibition, Seoul 
 Olympic Museum, Seoul, Korea
2020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Say the Unsayable’, Yeosu World Exhibition 
 Hall, Yeosu, Korea
2019   “Portrait, Figure and People_Modern and Contemporary Figure Painting”, 
 Gallery Hyundai, Seoul, Korea
2017   “Contemplative Space and Artist Note”, Whanki Museum, Seoul, Korea
2003   “Borders and Beyond”,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신재은
Jaeeun SHIN  
한국 Korea

1984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활동
Born in 1984,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첸웬링
CHEN Wenling
중국 China

1969년 중국 후지안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9, Fujian, China
Lives in and works in Beijing, 
Chin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Cheongju Art Studio Artist, Cheongju, Korea
2019  Designed and sculpted a memorial monument for victims of the Han River 
 Bridge bombing, Seoul, Korea
2018  The Most Memorable Artist of the Year,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8  Incheon Art Platform Artist, Incheon, Korea
2017  Bupyeong young artist POP PRIZE,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Inche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GAIA-part2: White”,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2019  “GAIA-part1:Inflammation”,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B, Incheon, Korea
2018  “GAIA-prologue”, Incheon Art Platform Window Gallery, Incheon, Korea 
2018  “The Hill Where The Rabbits Run”, Bupyeong Art Center, Incheon, Korea
2018  “Angela’s Research Institute Corporation”, SeMA Storage,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Limited & Unlimited", Solo Exhibition, Xiamen, China
2018  "Supernomal", Solo Exhibition, Shanghai, China
2017  "Graces of My Heart", Solo Exhibition, Whitebox Art Center, Beijing, China
2016  "Everything is awesome", Largest Outdoor Exhibition, Shunyi District, Beijing, China
2016  The Community, Solo Exhibition, PYO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2020, "Neomixed Era with Neobalanced 
 Encounter",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Gongju, Korea
2018  “Splendors of the Sun and Moo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of China, Museo 
 Querini Stampalia Fondazione, Venice, Italy
2018  "OpenSource", Shenzhen Biennale 2018, ShenZhen, China
2017  3rd Western China International Art Biennale, Inner Mongolia, China
2017  Bienal de Curitiba “VIBRATIONS", Chines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Museu 
 Oscar Niemeyer, Curitiba, Brazil

Main Career
2000-present.
         Monthly Art (2000~2016).
         museums/galleries/artist catalog works.
         Planning events & shooting of major university events.
         Photo Academy Leader.
1998-2000 Gana Art Magazine & Seoul Auction
1990-1998 Corporate newsletter freelance photographer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5  “A momentary discovery”, Mora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9  2009 Seoul Rainbow, Munhwa Ilbo Gallery, Seoul, Korea

김명희
Myonghi KIM
한국 Korea

1949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춘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49,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Chuncheon, Korea

지아드 모우카젤
Ziad MOUKARZEL
레바논 Lebanon 

1981년 레바논 베이루트 출생 
현, 레바논 하레트 사케르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1, Beirut, Lebanon 
Lives in and works in in Haret 
Sakher, Lebanon 

2016  Present, Studio Manager, Woodwork Sound Studios, Beirut, Lebanon
2012-2016 Producer, Alrayyan Tv, Doha, Q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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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Hankyoo KIM
한국 Korea

1978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8, Seoul, Korea
Lives in and works in Seoul, 
Korea

양순영 
Soonyoung YANG
한국 Korea 

1966년 한국 평창 출생
현, 한국 강릉, 평창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6, Pyeongchang, Korea
Lives in and works in Gangneung, 
Pyeongchang, Korea

홍나겸
Nakyum HONG
한국 Korea

1971년 한국 동해 출생
현, 한국 동해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1, Donghae, Korea
Lives in and works in Donghae, 
Korea

퀸 동 
QUYNH Dong
스위스 Switzerland

1982년 베트남 하이퐁 출생
현, 스위스 취리히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2, Hai Phong, Vietnam
Lives in and works in Zurich, 
Switzerland

리차드 스트라이트 
메터-트랑 RICHARD 
STREITMATTER-Tran
미국, 베트남 
USA, Vietnam

1972년 베트남 비엔 호아 출생
현, 베트남 호치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2, Bien Hoa, Vietnam
Lives in and works in Ho Chi 
Minh City, Vietnam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Solo Exhibition, Univerc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Public Art,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3  “03 PQ”, Group Exhibition, Prague Quadrennial, Praha, Czech Republic
1999  “99PQ”, Czech Republic, Group Exhibition, Prague Quadrennial, Praha,  
 Czech Republic
1999  “99PQ”, Czech Republic, Group Exhibition, Prague Quadrennial Unesco Award 
 Winner, Praha, Czech Republic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 Motion”, Soonyoung Yang Installation Art exhibition, Gangneung Arts Center, 
 Gangneung, Korea 
2020  “Yang Soonyoung – Look at Window”, Bellagio, Shanghai, China
2020  “Soonyoung Yang- 2020-in PyeongChang- CMY & RGB, Black and White”, 
 Jinbu Culture and Art Studio, 
          PyeongChang, Korea 
2020  “Ocean of Silence”, A solo Exhibition by Soonyoung Yang, InKo Centre, 
 Chennai, India
2019  Soon-young,Yang Solo exhibition, The(座) Gallery, Takamiya,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International Recycling story, Korea 
2020  Nansulheon International exhibition, Korea 
2020  Contemporary Art across Gangwon, Powerful Gangwon Exhibition, Korea 
2020  Korea&India Meditation in Arts, Korea 
2020  Art in Gangw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 2021 “NoiseScape – Now Here, Remember Again“, Sound Gallery, 
 Seoul Citizen’s Hall , Seoul, Korea
2018  “Digital Forest ; Re”, Space ARTWA, Seoul, Korea
2016  “The History of Flowing Time and The History of Spaces Sojourned – The 
 Sounds of Bomne: Bomneumm”, Seoul Innovation Park, Seoul Kroea, 
 Kt&G SangSangmadang, Chuncheon, Korea
2015  “WhiteNoise”, Open Call For Artist-in-Residency for Artsoup, Chuncheon, Korea
2014  “Hye Yeon Hwa Gok ; The Song of the flowers longing for the sea”,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2014  Mullae Artistvillage Gallery Jungdabang Project, Gangneung Museum of 
 Art, Gangneung,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Of Nature”,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2016  “Look at the forest”Artist-in-Residency for Artsoup Selected Artists 
 Exhibition, Chuncheon Museum of Art, Chuncheon, Korea
2015  14th Dong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Selected Artist , Gangwon-do  
 Photographers Exhibition,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Yeongwo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Waiting for Love”, solo exhibition, Grand Palais, Bern, Switzerland
2016  “Long Journey”, solo exhibition, Yeo Workshop, Singapore
2016  “Quynh By Night”, solo exhibition, Nha San Collective, Hanoi, Vietnam
2014  “Tears Of A Swan”, solo exhibition, Kunstraum Baden, Switzerland
2012  “HEY!”, solo exhibition, Binz39, Zürich, Switzer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DREAMING ABOUT LANDSCAPES”, Mo Art Space, Hanoi, Vietnam
2020  “Art x Action Part II: What Resonates”, Yeo Workshop, Singapore
2020  “Crazy, Cruel and Full of Love”, Kunstmuseum, Bern, Switzerland
2020  “A+ Online Festival of Video Art by A+ WORKS of ART”, art gallery,  
 Kuala Lumpur, (Malaysia
2020  “Quynh Dong / Sereina Steinemann, ‹WASSER IN DEN OHREN›”, Galerie 
 Bernhard Bischoff & Partner, Bern, Switzerland, South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Namdo·Wind·Stone” 20st Solo Exhibition, Hanbyeogwon Museum, Seoul, Korea
2013  Artist of Korea, Kaarst City Museum, Kaarst, Germany
2011  “Black Woods”, 12th Day, Woong Gallery, Seoul, Korea
2003  “Wind from The East 2”, Kownhoon Museum, Seoul, Korea
2002  “Wind from The East 1”, Kownhoon Museum,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A written passage_An exhibition of paintings containing Korean characters”, 
 Korean Cultural Center in Hong Kong, Hong Kong, China
2019  Shanghai Paper Biennale, Bonghyeon Museum, Shanghai, China
2019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Sori Arts Center of Korea, 
 Jeonju, Korea
2018  Chunnam International Soomuk Biennale, Mokpo culture art hall, Mokpo, Korea
2017  Taipei International Soomuk Big Festival, Sun Yat-sen Memorial Hall, Taipei  

마이클 그랩
Michael GRAB
캐나다 Canada

1984년 캐나다 애드먼튼 출생
현, 미국 콜로라도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4, Edmonton, Canada
Lives in and works in Colorado, 
USA

제니퍼 스타인캠프
Jennifer STEINKAMP
미국 USA

1958년, 미국 덴버 출생
현 , 미국 로스엔젤레스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8, Denver, USA
Lives in and works in Los Angeles,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Public Stone balance Art in Boulder Creek, Boulder, CO, USA - EVERY DAY 
Tiamanti Showroom - Mandala Stone Balance Installation / Live Performance, 
Shanghai, China 
Commercial Installation and Live Performance, Shanghai, China 
2015 Public Stone Balance Performance / Demonstration in 25 countries since 2012 
including World Economic Forum

Selected Group Exhibitions 
“Art of Balance” group exhibition, Edinburgh, Scotland, BAWI: Italy, BAWI: Canada 
(image referenced in director’s proposa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Jennifer Steinkamp: The Technologies of Nature", Georgia Museum of Ar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eorgia, USA
2021 2021 Cheongju Museum of Art, Open Hall Project, "Jennifer Steinkamp: Blind 
 Eye",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2021  Open Hall Project, "Jennifer Steinkamp: Blind Eye",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2021  "Tower Views", The Momentary at Crystal Bridges, Bentonville, Arkansas, USA
2021  "Viewing Room", Lehmann Maupin, Frieze, on-line, Los Angeles, California,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Natural Transcendence", Oolite Arts, 928 Gallery, Miami Beach, Florida, USA
2021  "Contemporary Art Society", Mount Street, London, England
2021  "Networked Nature", Art Vault, Santa Fe, New Mexico, USA
2021 " Limitless! Five Women Reshape Contemporary Art", McNay Art Museum, San 
 Antonio, Texas, USA
2020  "Lehmann Maupin Palm Beach", Palm Beach, Florida,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We No Longer See the Stars”, Solo Exhibtion, De Sarthe Gallery, Hong Kong
2018  “The Reconstruction”, Bangkok University Gallery, Bangkok, Thailand
2017  “Departures”, Solo Exhibtion, De Sarthe Gallery, Hong Kong
2015  “A Material History of Man and Animal”,  Dia Projects, HCMC, Vietnam
2013  “Material Turn”, Art Space Hue,  Paj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Within Between Beneath Upon”, The Factory Contemporary Arts Centre, 
 HCMC, Vietnam
2019  ART021 Contemporary Art Fair, Vin Gallery, Shanghai, China
2019  Volta Basel, Vin Gallery. Basel,  Switzerland
2019  “Arcade”,  HRH Princess Sirindhorn Gallery, Silpa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17  Art Kaohsiung, Vin Gallery, Kaohsiung, Taiwan

박종갑
Jonggab PARK
한국 Korea

1968년 한국 전주 출생
현, 한국 완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8, Jeonj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Wan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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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3. 아카이브 Revitalization 3. ARCHIVE
홍천미술관 Hongcheon Art Museum

요하네스 헬덴
Johannes HELDÉN
스웨덴 Sweden

1978년 스웨덴 스톨홀롬 출생
현, 스웨덴 살트회부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8, Stockholm, Sweden
Lives in and works in Saltsjö-Boo, 
Sweden

차기율
Kiyoul CHA 
한국 Korea

1961년 한국 화성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1, Hwaseong, Korea
Lives in and works in Incheon, 
Korea

위타왓 통키우
Wittawat TONGKEAW
태국 Thailand 

1974 년 태국 방콕 출생
현, 태국 방콕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4, Bangkok, Thailand
Lives and works in Bangkok, 
Thailand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After the Rain”, Varbergs Konsthall, Sweden  
2019  “Worlds”, Cecilia Hillström Gallery, Stockholm, Sweden  
2017  “Chapter 2”, Kunsthall Trondheim, Norway  
2016 “ Astroecology”, Bonniers Konsthall, Royal Dramatic Theatre in Stockholm,  
 Sweden  2016 “Uplift”, Broken Dimanche, Berlin,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Seeds of Resistance”, MSU Broad Museum, East Lansing, USA  
2019  Desert X Biennial, Coachella Valley, USA  
2019  “Shapeshifters”, Bonniers Konsthall, Stockholm, Sweden  
2018  “RIBOCA1”, The Riga Biennial, Riga, Latvia  
2017  The 9th Momentum Biennial, Moss, Norwa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Archaeological Landscape”, Gallery G, Incheon, Korea
2013  “The Journey of Circulation, A Period Between Art & Kangmok”,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1  “The Journey of Circulation, A Period Between Art & Kangmok”, LA ARTcore,  
 LA, USA
2007  “Prospecting City”, Archaeology of Life, Gallery Kunst Doc, Seoul, Korea
2002  “Reminiscence of Earth”, Red Mill Gallery, Jonson, VT,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Art of Everyday: Object”, Museum SAN, Wonju, Korea
2016  “Architectural Ceramics-EARTH”, Clayarch Museum, Gimhae, Korea
2015  “Sea Art festival”, Dadepo Beach, Busan, Korea
2014  “Stone encountered Steel”, Jeongok Prehistory Museum, Jeongok, Korea
2010  “Living in Evolution” Busan biennale,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he 17th solo exhibition Jungsu Art Center (如意-珠), Seoul, Korea
2017  The 16th solo exhibition “Hangaram Art Museum”, Seoul, Korea
2016  The 15th solo exhibition “Hangaram Art Museum”, Seoul, Korea
2014  The 14th solo exhibition Hwaseong Dongtan Complex Cultural Center, 
 Hwaseong, Korea
2013  The 13th solo exhibition Sejong Hotel Sejong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Korean sculpture exhibition, KEPCO Art Center, Seoul, Korea

윤영화
Younghwa YOON
한국 Korea

1964년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부산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4, Daegu, Korea
Lives in and works in Busan, 
Korea

한홍수 
Hongsu HAN
한국 Korea

1959년 한국 해남 출생
현 프랑스 파리,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9, Haenam, Korea
Lives in and works in Paris, 
France,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Memory Workshop-’Heritage’”,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2008  “A boat in a storm”, Gallery Sejul, Seoul, Korea 
2006  “Photo-drawing & Photo-painting”, Gallery SUN Contemporary, Seoul, Korea
2001, 1998 “Space Artsenal”, Paris, Issy, France
1996  “Space Bateau Lavoir”, Bernanos Gallery, Paris, Fran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Daegu In tact”, Daegu Culture & Arts Center, Daegu, Korea
2015  The 8th Sea Art Festival: 'See-Sea & Seed', Dadaepo Beach, Busan, Korea
2014  2014 Busan Biennale-main exhibition: "Inhabiting the World, Busan Museum 
 of Art, Daegu, Korea 
2014  The 6th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Secret Garden>, Geumgang Int'l 
 Nature Art Center, Gonju,  Korea
2012  “Art Across Asia-Renewed Encounters”: Asian Artist Exchange2012, Victoria  
 Memorial Museum, KOLKATA, Indi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Gyeol”, TOPOHAUS, Seoul, Korea
2020  “À la lumière de l’aube”, Galerie BOA, Paris, France
2019  “Ryông - Haut-fond”, Youngeun Museum, Gwangju, Gyeonggido, Korea
2019  “Mother. Sea. Earth. 母 海 地”, Haengchon Museum, Haenam, Korea
2015  “Le Verso de l‘Origine”, UNESCO, Paris, Fran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Yo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Special 20th anniversary exhibition”,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Gyeonggido, Korea
2019  “Dive into light”, Gwangju Design Biennale, Gwangju, Korea
2019  “Interlace”, DakshinaChitra Museum, Chennai, India
2016   Gwangju Biennale Special Exhibition,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15  “Le troisiéme réalité - Exposition de Wang Du et Han Hongsu en soutien des  
 célébration du 70éme anniversaire de l’UNESCO”, UNESCO, Paris,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HE L/ROYAL MONUMENT Art Exhibition, SAC Gallery Bangkok, Thailand
2020  841.594 Art Exhibition, Many Cuts Art Space, Chachoengsao/ Cartel Artspace, 
 N22 Bangkok, Thailand                    
2018  PRELUDE Art Exhibition, SAC Gallery, Bangkok, Thailand
2014  Mythical Reality Art Exhibition, SAC Gallery, Bangkok, Thai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PAINTING X Group Exhibition by 25 Painting Artists, X Space Gallery, 
 Bangkok, Thailand
2020  The 13th Art Exhibition of International Visual Artists Association of Thailand, 
 The Queen’s Gallery, Bangkok, Thailand
2019  The 12th Art Exhibition of International Visual Artists Association of Thailand, 
 Ratchadamnoen Contemporary Art Centre, Bangkok, Thailand
2018  Art for Life: Mercy Mission, The Queen’s Gallery, Bangkok, Thailand
2017  Art Stage Singapore, SAC Gallery Bangkok, Thailand

전덕제
Dug-Je JEON
한국 Korea

1966년 한국 강릉 출생
현, 한국 화성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6, Gangneung, Korea
Lives and works in Hwaseong, 
Korea

권용택
Youngtaek KWON
한국 Korea

1953년 한국 해남 출생
현, 한국 평창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3, Haenam, Korea
Lives in and works in 
Pyeongchang,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Walk to fly”, Jinbu Culture and Art Studio, Pyeongchang, Korea
2018  Commemorat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KWON YOUNG TAEK,  
 Olympic Live Site, Pyeongchang, Korea
2017-2018 “Gestures of Dawn”, Suwon Ipark Museum, Suwon, Korea
2013  40th Anniversary Exhibition, Haogae Painting Ground. Suwon Museum of Art,  
 Osan Museum of Art, Osan, Korea
1994  9th Solo Exhibition, Gallery Namu, Jangan Gallery/Seoul, Suw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Planning ‘Learism,Today ‘Exhibition, 
 Chuncheon, Korea
2020  “South-North- Peace” Art Exhibition, Jinbu Culture and Art Studio,   
 Pyeongchang, Korea
2019  “Point in time” Exhibition, Gyeonggi Museum of Art, Ansan, Korea
2018  Gyeonggi Millennium Docufesta ‘Gyeonggi Archive, Now, Gyeonggi 
 Sangsang Campus, Suwon, Korea
2018  Korea hooray Exhibition, Chiak Art center, Won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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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음바코
Max MBAKOP
카메룬 Cameroon

1983년 카메룬 은둥게 출생
현, 카메룬 두알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3, Ndoungue, 
Cameroon
Lives and works in Douala, 
Cameroon

윤영혜
Young-Hye YOON
한국 Korea

1982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2,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토마스 헤더윅/ 
헤더윅 스튜디오
Thomas HEATHERWICK/
Heatherwick Studio
영국 United Kingdom

1970년 영국 런던 출생
현, 영국 런던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0, London, United Kingdom
Lives and works in London, United 
Kingdom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Les enfants de rue, Chaine des Foyers St Nicodème, Institut Français de Douala
2017  Smiling children, Lausanne, Switzerland  
2017  ADAMAWA, Terre initiatique, Doual’Art 
2016  INTERSECTION, Doual’Art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REMINISCENCE, Yaoundé, Cameroon
2019 CRAC (Cérémonie de Récompense des Artistes contemporains zone Ceeac),  
 LES MUSELES, Douala, Cameroon
2018  International Inter-Media Art Projet, DESCRIPTION OF ABSENCE, Jeju, 
 South Korea
2018  Other Languages, Biennale de Dakar, LES MUSELES, Dakar, Senegal
2017  RIAC (Rencontre Internationale de l’Art Contemporain), AFROTRONCVILLE,  
 Brazaville, Congo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he Scene of ‘n’, Gallery Artcelsi, Seoul, Korea
2020  THIS IS NOT ANYTHING, Gallery Artcelsi, Seoul, Korea
2019  The Vanity Painting, Gallery Artcelsi, Seoul, Korea
2019  Cube Escape: Paradox, MoonSpaceStar gallery, Seoul, Korea
2011  EXITRAP, Cyart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Now & Future, Fukuoka Asian Art Museum, Fukuoka, Japan
2014  Double Logic, Space K, Gwang-ju, Korea
2012  Aesthetics of Table Setting,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2010 Wonderful Pictures,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0  Linguistic Morphology: Art in Context,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Wagner / de Burca, Templebar Gallery and Studios (TBG+S), Dublin, Ireland
2020  Wagner / de Burca, Wexford Arts Centre, Wexford, Ireland
2020  Wagner / de Burca, Sirius Arts Centre, Cobh, Ireland
2019  Swinguerra, National representation of Brazil, 58th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2019  Wagner / de Burca, Jumex, Mexico City, Mexico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13th Manifesta, Marseille, France
2019 Wagner / de Burca, Fotomuseum Winthertur, Winthertur, Switzerland
2019  A Nordeste, SESC 13 de Maio, São Paulo, Brazil
2018  Arte e democracia, Museu do Arte do Rio (MAR) Rio de Janeiro, Brazil
2018  Front International Triennial, Cleveland, Ohio, USA

죠지 오소디
George OSODI
나이지리아 Nigeria

1974년 나이지리아 라고스 출생
현, 나이지리아 라고스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4, Lagos, Nigeria
Lives and works in Lagos, Nigeria

홍일화
Il-Hwa HONG
한국 Korea

1974년 한국 수원 출생
현, 프랑스 르 망,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4,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Le Mans, 
France and Seoul, Korea

HL
HL
미얀마 Myanmar

1996년 미얀마 미치나 출생
현, 미얀마 양곤 거주 및 활동
Born in 1996, Myitkyina, Myanmar
Lives and works in Yangon, Myanmar

Selected Group Exhibition 
2015  Canadian Pavilion, Venice Architectural Biennale
2007  Documenta 12 Kassel, Germany

Selected Awards
2004  A first prize winner of Fuji Africa photographer of the year 
2009  winner of a Sony world photography award 

Collections 
Smithsonian U.S.A, Newark Museum U.S.A, National Museum of Greece, 
Museumslandscha Hessen Kassel in Germany, Modena museum Italy, ADF 
collection in Paris, Ford foundation Lagos Nigeria, Martin Margiles Collection, 
Miami, US and a number of private collections.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36th FORET DE L'EPINE, Youngsun Gallery Suwon, Korea
2021  35th Deep Face, LAFSTAY Artist Residencies Artlab Wasan, Jeju, Korea                                                                                        
2020  34th Human & Nature, Musee SHUIM, Seoul, Korea
2020  33rd Into the forest, Allme Art Space, Seoul, Korea
2020  32nd Hongilhwa, Onggi Art Hall,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MBC New Normal Gallery, MBC Sangam Square, Seoul, Korea
2019  Relation - Ondes immatérielles, Bastille Design Center, France
2019  Interlace, Dakshinachitra Museum, Chennai, India
2018  Gan-Interstice, Bastille Design Center, Paris, France
2018  Comfort Women Resist, Glendale Public Library, Glendale,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Northern Burma, Mandalay, Myanmar
The Forgotten War at FCCT, Bangkok, Thailand and University of Michigan, United States
The Peace House at Yangon Photo Festival, Yangon, Myanmar
 
Selected Group Exhibitions
KACHIN 4x6, Documentary Arts Asia, Chiang Mai, Thailand
A View from the Bord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UK
Fogs of War; Kachin Tragedy, Myitkyina, Kachin State and Yangon
Migration, Suwon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South Korea
Unearthmyanmar, Photoville, New York, United States

Awards 
2021  2nd prize at the Environment category, World Press Photo 2021
2020  Award for Excellence at SOPA 2020
2020   Merit award at Human Rights Press Awards 2020
2019   Highly Commended award for Ian Parry Scholarship 2019
 Three times, two 1st Prize and 2nd Prize, at Yangon Photo Festiva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6  New British Inventors: Inside Heatherwick Studio,Taipei Fine Arts Museum
2016  New British Inventors: Inside Heatherwick Studio, D Museum, Seoul, Korea
2014  Provocations: The Architecture and Design of Heatherwick Studio, nasher 
 sculpture center, Dalls, USA
2012  Heatherwick Studio: Designing the Extraordinary,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2010  Expo 2010 Shanghai China, Shanghai, China

바바라 바그너& 
벤자민 데 부르카
Barbara WAGNER & 
Benjamin DE BURCA
브라질 Brazil / 아일랜드 Ireland

1980년 브라질 브라질리아/ 1975
년 독일 뮌헨 출생
현, 브라질 헤시페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0, Brasilia, Brazil/ in 
1975, Munich, Germany
Lives and works in Recife, Brazil

오메르 페스트
Omer FAST
미국/이스라엘 USA/Israel

1982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2, Jerusalem, Israel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The Invisible Hand, Times Museum, Guangzhou, China
2017  Talking Is Not Always The Solution, Martin-Gropius Bau, Berlin, Germany
2017  Appendix, STUK, Leuven, Belgium
2017  New Pictures: Omer Fast, Appendix, Minneapolis Institute of Arts, 
 Minneapolis, USA
2017  August, James Cohan Gallery,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Screening: The August Sander Project: 2017, MoMA, New York, USA
2018  ‘Days Without A Night’ at the Goethe Institut, Delhi, India
2018  Bienal de la Imagen en Movimienton, Buenos Aires, Argentina
2018  At Altitude, The Towner Art Gallery, Eastbourne, United Kingdom
2018  Langue de chat: Works from the CCA TelAviv Video Archive, CCA, 
 Tel Aviv,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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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아만세이 &  
보그단 아르마누
Silvia AMANCEI & 
Bogdan ARMANU
루마니아 Romania

1991년 루마니아 이아시/ 티미쇼
아라 출생
현, 루마니아 이아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91, Iasi/ Timisoara, 
Romania
Lives and works in Iasi, Romania

장욱진
Ucchin CHANG
한국 Korea

1917년 한국 연기군 출생
1990년 사망
Born in Yeonki County, Korea
Died in 1990

에바 틴드
Eva TIND
덴마크 Denmark

1974년 한국 부산 출생
현, 덴마크 코펜하겐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4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openhagen v, 
Denmar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s.a.b.a 1979-####, Škuc Gallery, Ljubljana, SIovenia
2019  If Then What After, Kunstverein Baden, Baden, Austria
2017  What Past? What Future?, KU Linz, Linz, Austria
2017  Return to Spaceship Earth, Salonul de proiecte, Bucharest, Romania
2016  Depression, Uncertainty and other Symptoms of Mortality, OFF Gallery, 
 Lodz, Po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Dialoghi con la catastrofe, MUST (Museum of the Vimercate Territory),  
 Vimercate, Italy
2019  Displacement and Togetherness, Museumcultuur Strombeek, 
 Grimbergen, Begium
2018  Baywatch, KVOST (Kunstverein Ost), Berlin, Germany
2017  Odessa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Odessa, Ukraine
2015  Appearance & Essence, 1st Timisoara Art Encounters Biennale, 
 Timisoara, Romania

Selected Solo Exhibitions
1987  Retrospective exhibition of Chang’s oil paintings, Duson Gallery, Seoul, Korea
1986  Solo exhibition of Chang’s oil paintings and Oriental black ink paintings, 
 Kukje Gallery, Seoul, Korea
1983  Commemorative exhibition of the release of Chang’s print collection, 
 Yon Gallery, Seoul, Korea
1981  Chang’s solo exhibition, Space Gallery, Seoul, Korea
1979  Chang’s painting collection is released, followed by one-man exhibition, 
 Gallery Hyundai,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1989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Bergen Museum of Art and Science, 
 New Jersey, USA
1968  The 6th Engagement, Shinsegae Department Store Gallery, Seoul, Korea
1937  All Joseon Students Art Exhibition hosted by Joseonilbo, Seoul, Korea
1926  All Japa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t Exhibition hosted by Hiroshima 
 High School of Education in Japan, Hiroshima, Japa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Aqua Universe, openspaceBae, Busan, Korea
2020  space of Zero, seetangraum, Jeju, Korea
2018  Empty Space, Alternative space OUT_SIGHT,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Sea Urchin Plant, Upo Ecological Art village Project, Changnyeong, Korea
2020  Art Project Memories of Fire, World Heritage Festival, Jeju, Korea
2018  Plastic Creature,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Korea
2017  Museum Zoo, MOA(Museum of Art), Seoul, Korea
2016  peace in thirty eyes, Jeju 4·3 Peace Park, Jeju, Korea

박수근 
Soo Keun PARK
한국 Korea

1914년 한국 양구 출생
1965년 사망
Born in Yanggu, Korea
Died in 1965

강정헌
Jung Hun KANG
한국 Korea

1978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8,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중섭
Jung-Seob LEE
한국 Korea

1916년 한국 평원 출생
1956년 사망
Born in Pyeongwon, Korea 
Died in 1956

Selected Solo Exhibitions
1962  Solo Exhibition, Osan Military Base, Osa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1958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World House Gallery, New York, USA 
1957  East-West Art Exhibition, San Francisco, USA 
1954  Korean National Art Exhibition,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Very Tiny Dust, Woosuk Gallery, Seoul, Korea
2019  Very Tiny Dust, Sueño 339, Seoul, Korea 
2016 When I was a flower Part II, Artist Residency TEMI, Daejeon, Korea
2016  When I was a flower, Whanki Museum,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The 8th Ulsan International Woodcut Festival, Ulsan Culture & Arts Center, 
 Ulsan, Korea
2019  The Museum is the content, Whanki Museum, Seoul, Korea
2018 Wave of Light, Asia Culture Institute Media Wall, Gwangju, Korea
2017  Feedback and Vegetation, Art Space Hue, Paju, Korea
2016  Timeless, Whanki Museum,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1955  Solo exhibition, Midopa Department Store Gallery, Seoul, Korea
1955  Solo exhibition, US Information Service, Daegu, Korea
1953  Solo exhibition, Seongrim Teahouse, Tongyoung, Korea, etc.

Selected Group Exhibitions
1952  Joint exhibition with five other modern painters,,Renaissance Cafe, 
 Busan, Korea
1948   Sinsasil-pa, Hwashin Department Store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Book release, Ophav(뿌리), Korea
2021  Book release, The Woman Who Joined Up the World, Denmark
2021  Texts an Poems for the exhibition ‘Funeral Places’, Art Sonje Center, Korea 
2021  Mom is Another, October, Denmark
2020  Film Festival, Bruxelles, Elles Tournent Dames Draaien, Belgien

김기대
Kidai KIM
한국 Korea

1979년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제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9,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Jeju, Korea

김환기
Whan-Ki KIM
한국 Korea

1913년 한국 신안 출생
1974년 사망
Born in Sinan, Korea
Died in 1974

Selected Solo Exhibitions
1974  Solo Exhibition, Shreverport Barnwell Art Center, Shreveport, USA
1973  Solo Exhibition, Poindexter Gallery, New York, USA
1964  Solo Exhibition, Asia House Gallery, New York, USA
1956  7th Individual exhibition, Gallery M. Benezit, Paris, France
1937  1th Individual exhibition, Gallery Amagi,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1972  60th Korea Modern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1965 7th São Paulo Biennale, Sao Paulo, Brazil
1956  Paris Foreign Artist’s Exhibition , Florence, Italy
1948  Sinsasil-pa, Hwashin Department Store Gallery,  Seoul, Korea 
1935  22nd Nika Art Exhibition,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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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아 (1975~)
Jinah ROH
한국 Korea

197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5,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김노암
No Am KIM
한국 Korea

1968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8,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Choe U-Ram [stil laif],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Taichung, Taiwan
2016  Choe U-Ram [stil laif],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11  In Focus, Asia Society Museum, New York, USA
2010  New Urban Species, Frist Center for the Visual Arts, Nashville, USA
2006  City - Energy : MAM project, Mori Art Museum,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6  Utopias and Heterotopias, The Wuzhen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The North Silk Factory, Wuzhen, China
2015  Seoul vite vite!, Lille 3000 'Renaissance,’ Le Tripostal, Lille, France, 2015
2013  Site Specific Art Project: Choe-U-Ra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08  1st Asian Art Triennial, Manchester Art Gallery, Manchester, UK
2008  Made Up; Liverpool Biennial, FACT, Liverpool,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Artificial Empathy, Media338, Gwangju, Korea
2020  Coevolution,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2019  InterFacial ExTension, Post-Territory Ujeongguk, Seoul, Korea
2017  STYX-Prelude to Immortality, Art Space Plasque, Seoul, Korea
2010 Geppetto’s Dream, Nanji Galle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Fortune Telling, Ilmin Art Museum, Seoul, Korea
2020  Black Swan: Unexpectable Future OMAF in Seoul, Oil Tank Culture Park,  
 Seoul, Korea
2020  Us Against You,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2017  Our Bright Future-Cybernetic Fantasy, Nam June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2017  Cracks in the Concrete from the MMCA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Just in Between, Dong Duk Art Gallery, Seoul, Korea
2019  Dreaming Book, Wonju Hanji Theme Park, Wonju, Korea
2018  Dear J, 2018 The Artists of The Year, DAEGU ARTS CENTER Museum, 
 Daegu, Korea
2018  Dongsang Imong, Bundo Gallery, Daegu, Korea
2017  I record. Me, Arts Center KUH, Daeje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PAPER SHOCK,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Korea
2018  Dou Seo San Gan_ A mountain of books, Cheongju Museum of Art Ochang 
 Gallery, Cheongju, Korea
2018  How the Birds out of The Window do Art,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Muan, Korea
2017  Jeongeup Museum of Contemporary Art 2nd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1024 Project – Elapsing Time, Jeongeup Museum of Art, Jeongeup, Korea
2016  2016 Changwon Sculpture Biennale,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황선태 
Seon Tae HWANG
한국 Korea

1972년 한국 신안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2, Shin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유지숙
Ziesook YOO
한국 Korea

1976년 한국 수원 출생
현, 미국 댈러스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6,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Dallas, USA

김영미
Young-Mi KIM
한국 Korea

1961년 한국 김제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1, Kimje,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Light-Space to draw memories, Pyo gallery, Seoul, Korea
2019  Night Windows, Cymay gallery, LA, USA
2019  Line and Light-The Misconstruction of Depiction, Tongin gallery, Seoul, Korea
2018  Light-Time-Space, Pontone gallery, London, UK
2017  Light-Time-Space, Artside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Neverland-Lightland,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20  # Sequence, gallery we, Yongin, Korea
2020  Apple in My Eyes, Soma Museum, Seoul, Korea
2020  The Second Decade, Shinsegae Gallery, Gwangju, Korea
2020  Hangul loved by big data, Savina Museum,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14th Scent of Broq-pa, Fort worth community arts center, TX, USA
2021  13th Scent of Broq-pa, Lincoln experience center, TX, USA
2021  12th Scent of Broq-pa, One river school art and design, TX, USA
2021  11th Scent of Broq-pa, Vala Gallery, TX, USA
2020  10th Scent of Broq-pa, Pardieu gallery, TX,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e Other Art Fair, Dallas Market Hall, Dallas, USA
2021  Focus Art fair, Saatchi Gallery, London, UK
2021  Art 214, Latino Cultural Center, Bath House Cultural Center, Dallas, USA
2021  Vala Collective Spring 2021, Blue House Too, Mackenny, USA
2021  Fresh Start 2021, Frisco Discovery Center, Frisco,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Young-Mi Kim, Lee Seoul Gallery, Seoul, Korea
2020  Young-Mi Kim Solo Exhibition, Artkoco, Luxembourg, Lexembourg
2019  Young-Mi Kim Solo Exhibition, YoonArte, Shanghai, China
2018  Rhapsody: Young-Mi Kim, Sandy Bennett Art Gallery, Bergen PAC, USA
2018  Young-Mi Kim Solo Exhibition, Space 766 Gallery, Brooklyn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Art Pandemic Project, Jangheung Gana Atelier, Yangju, Korea
2020  AeTeuk Art Space Exhibition, Art L Gallery, Suzhou, China
2019  LEAFF(London East Asia Film Festival), Tate Modern Museum, London, UK
2019  Never Ending Stories, JSA Gallery, New York, USA
2018  Voyage, L Concept Gallery, Paris,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7~2010 1~5th Solo exhibition, Gallery Soop, Gallery Kooalldam, etc.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2021 Artistic Director, 1st, 2nd LG Singature Art Gallery Online Exhibition, Korea 
2021  Myeongrang Museum, Seongnam Arts Center, Seongnam, Korea
2019  Artistic Director, Coffee Society, Cultural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2015  Artistic Director, Nam June Paik Groove,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이지현
Ji Hyun LEE
한국 Korea

1965년 한국 예천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5, Ye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Paju, Korea

토마스 아코스 
Tamas AKOS
헝가리 Hungary

1954년 헝가리 센트갈 출생
현 헝가리 헤런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4, Szentgál, Hungary
Lives and works in Herend, 
Hungary

최우람
U-Ram CHOE
한국 Korea

1970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0,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MIA Design Exhibition, Monza, Italy
2011  Ars Sacra exhibition, Veszprém, Hungary
2010  Contemporary Hungarian Porcelain Exhibition, Brussels, Belgium
2009  PELSO Ceramics and Tapestry Biennale, Keszthely, Hungary
2008  MINO International Ceramics Festival, Tajim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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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카 레스니악
Anka LESNIAK
폴란드 Poland

1978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출생
현, 폴란드 그단스크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8, Bielsko-Biala, Poland
Lives and works in Gdansk, Poland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
Yauheni 
ADZINOCHANKA
벨라루스 Republic of Belarus

1960년 벨라루스 그로드노 출생
현 벨라루스 그로드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0, Grodno, Republic of 
Belarus
Lives and works in Grodno, 
Republic of Belarus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6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2003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01  Ganna Art Space, Seoul, Korea
1998  Gallery Korea, New York, USA
1996  Galleria Art Hal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Korea & China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Schema Art Museum, 
 Cheongju, Korea
2020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Light or Flexible,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2019-2020 Happy! Yeaju Fantasy, Yeoju Art Musium, Yeoju, Korea 
2019  New Dialogue, Korea-Franc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Exhibition, 
 Galerie 89, Paris, France
2019  Our Reflection, art P, Vienna, Austri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Witches, Orientalism & Unconsciousness as Protagonists of Viennese 
 Modernity, by Anka Lesniak & Ana Hoffne Curator: Anamarija Batista
2018  Women patRIOTs, Elektrownia Masovian Centre for Contemporary Art in 
 Radom, Poland
2016  Invisible inVisible, Gdansk City Gallery, Gdansk, Poland
2012  Registered, Film Museum, Lodz Poland
2010  Fading Traces. Polish Women Artists in the Art of 70ies. Fokus Lodz Biennale, 
 Po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Distance Lacuna Festivals, online / Canary Islands, Spain
2020  Non-Sculpture. Changwon Biennale, Changwon, South Korea
2018  Found a Mentalism, Spazju Kreattiv, Saint James Cavalier, La Valetta / 
 European Capital of Culture, Malta Art & Technology, Tashkent Biennale, Uzbekistan
2017  re_form OSTRALE BIENNALE, Dresden, Germany
2015  What do I have from a woman?, Visual Culture Research Center, Kiev, Ukraine.

칭 리앙 첸/ 아 레온
Ching-Liang CHEN/
Ah LEON
대만 Taiwan

1953년 대만 핑텅 출생
현, 대만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3, Pingtung, Taiwan
Lives and works in Taiwan

도리스 방크
Doris BANK
독일 Germany

1964년 독일 밤베르크 출생
2019년 사망 
Born in 1964, Bamberg, Germany
Died in 2019

밀란 코우트
Milan KOUT 
체코 Czech Republic

1948년 체코 트루트노프 출생
현, 체코 오블라노프 거주 및 활동
Born in 1948, Trutnov, Czech 
Republic
Lives and works in Oblanov, 
Czech Republic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Ah Leon: Memories of Elementary School, Sedalia, USA
2010  ‘UN · Earth’ – A Cross-Cultural Ceramics Showcase, iPreciation, Hong Kong
2010  American Museum Of Ceramic Art , LA, USA
2009  Phoenix Art Museum, Phoenix, USA
2004  Crocker Art Museum, Sacramento,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Someone’s Cup of Tea: Contemporary Teapots from RAM’s Collection, 
 Racine, USA
2019  iPreciation 20th Anniversary: Reverie Collection – 25 Years of Art Collecting 
 Journey, Singapore, Singapore
2016  Recent American Ceramics from the Collection of Daum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dalia, USA
2011  Collecting with Passion: Contemporary Ceramics from the Lennie and Jerry 
 Berkowitz Collection, Kansas City,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Ceramics of Europe, Westerwaldmuseum, Hohr-Grenzhausen, Germany
2014  10th International Ceramic competition, Mino, Japan 
2012  TAIWAN CERAMIC BIENNALE, Taipei County Yingge Ceramics Museum,  
 Taiwan
2010  CERCO-ARAGÒN Contemporary ceramics, Museo of Teruel, Zaragoza, Spai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5  International Ceramics Competition, Mino, Japan
2001  World Ceramic Exposition (WOCEK), 1st Ceramic Biennale, Korea 
2001 World Ceramic Exposition (WOCEK), 1st Ceramic Biennale, Korea
1995  International Ceramics Competition, Mino, Japan
1994  Fletcher Challenge, Auckland, New Zealand
1992  International Ceramics Competition, Mino, Japan
1991  Industrial Design Lhama Joven, Valenzia, Spain 
1986  State Prize of Bavarian Government, Int. Craft Fair, Munich,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Xx Panev žys International Ceramic SymposPanevezys Civic Art Gallery 
 Panev žys, Lithuania
2005  International Ceramic Biennial, Korea
2003  International Ceramic Biennial, Korea

다리오 에스코바르
Darío ESCOBAR
과테말라 Guatemala

1971년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출생
현, 과테말라 시티와 멕시코  
시티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1, Guatemala City, 
Guatemala
Lives and works in Guatemala City, 
Guatemala and Mexico City, Mexico

유정혜
Jounghye YOO
한국 Korea

1960년 한국 청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0, Cheo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Revisiónes, Museo Nacional de Arte, Ciudad de Mexico(MUNAL), Mexico
2018  Uncertainty Principle, Nils Stærk Gallery, Copenhagen, Denmark
2012  Darío Escobar: Singular Plural, Museum of Art, Savannah(SCAD), Georgia, 
 Atlanta – Gallery 1600, Atlanta, Georgia, USA
2010  Side and Back, kamel mennour, Paris, France
2007  Darío Escobar/Project room, Rotunda Gallery, Brooklyn,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Emerge Selections 2020,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MCA), 
 Chicago, USA
2020  Al Filo de la Navaja, Museo Jumex, México, Ciudad de México, Mexico
2014  Fútbol: the beautiful gam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LACMA), 
 Los Angeles, USA
2012  Mundus Novus: 53 International Biennial of Venice, Artiglerie dell’Arsenale, 
 Venice, Italy
2007  Poetics of the Handmade,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MOCA), 
 Los Angele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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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Solo Exhibitions
2015  He-story. Her-story in Seoul Yeongdeungpo, Kunstdog Gallery, 
 Munrae-dong, Seoul
2014  He-story. Her-story in Seoul 2, Selected by Seoul City Hall Sky Plaza Gallery, 
 Seoul
2013  He-story.Her-story in Seoul, Gana Art Space, Insadong, Seoul
2011  Fantasy & Salvation in Everyday Go to Time 1978 Changsin-dong-Ihwa-
 dong,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Visual Arts Creation Support 
 General Competition Solo Exhibition, Ihwa-dong Community Center,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12.20-2020 06. 21 Art Terms (Art Terms), BK Gallery, Seoul
2017  May Fly VII Exhibition, “Namsan Byeoljubu”, Seoul
2016  Eullim, Former Lee Won-ik Memorial Hall Annex, Gwangmyeong-si, Seoul
2016  Culture Factory Osan Art Container Exhibition SHoWCON, Osan, Korea

김현주
Hyun-Joo KIM 
한국 Korea

197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의정부 거주 및 서울 활동
Born in 1975, Seoul, Korea
Lives in Uijeongbu, Korea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Hand-Finding Memories and Future: Everyone's Hand Project, Online 
 Exhibition maninshand.com,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lanning Support 
 Project, Korea
2021  PPaeppeol -Gesture, PPaeppeol Archive , Uijeongbu Cultural Foundation, 
 Uijeongbu, Korea
2019  PPaeppeol -Wrinkle Project, King Club, Gyeonggi Northern Culture and Arts 
 Public Support Project, Uijeongbu, Korea
2019  手手垂手A hand-to-hand dialogue method that involves 108 citizens, Dobong 
 Cultural Foundation, Dobong-gu Office,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Loop Stop: Borken Bridge, Seoul-Lion Project, Place-Specific Media Street 
 Pla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utre, Korea
2019  Carpenter's Scene, Insa Art Space Thematic Project, Insa Art Space, Seoul
2019  Video/spectrum/dance, Elephant Space, Seoul
2019  Central and Centrifugal, Peace Culture Center 2nd Results Report, Peace 
 Culture Center, Seoul

조광희
Kwang-Hee CHO
한국 Korea

1968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의정부 거주 및 서울 활동
Born in 1968, Seoul, Korea
Lives in Uijeongbu, Korea and works
in Seoul, Korea

전병철
Byung-Cheol JEON
한국 Korea

196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강릉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5,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Gangneung,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Uijeongbu City - slow contemplation, Uijeong Cultural Foundation/First 
 Exhibition Hall, Uijeongbu, Korea
2019  Bbae Bbeol Project, King Club, Uijeongbu, Korea
2019  One hand rests on the other, Dobong-gu District Office, Seoul
2016  Fisherman's situation, A-shinGallery, Yangpyeong,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Sky Waste, Uiyang-dong Environmental Union, Hoeryong Station, Uijeongbu, 
 Korea
2020  2020 is handsome! Seoul, Street Art Works Specific to Places,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Nodle Island, Seoul
2020  The Art Power, Yangpyeong-gun Museum of Art, Yangpyeong, Korea
2020  Sae-aekSae-aek, fluttering, flotante, War&Women's Human Rights   
 Museum,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Daily Life_2.0, Gallery Awon, Seoul, Korea
2016  SIGNALS, Grigo Gallery, seoul, korea
2015  Ecotopia_News, Gallery 3, Seoul, korea
2008  Sound Montage-Shadowed Space, Kunst Doc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MediaSympony, Cheongju Museumof Art, Cheongju, korea
2020  21C WATER COLOR,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korea
2018  Gyeonggi ECOproject, Siheung Green Park, Siheung, korea
2016  Baggat Art35 Anniversary Archive,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korea

이광영
Kwang-Young LEE
한국 Korea

1955년 한국 김천 출생
현, 한국 홍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5, Gim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Hongche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Imagination Workshop-Magic World, Gyeongnam Museum of Art
2012  Exciting Art Museum, Yangpyeong Museum of Art
2002  Meeting with young Russian artists,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2000  New Millennium Grand Campaign, Gallery Award
1998  Seoul 600 Years Memorial Hall Grand Operation, 600 Years Memorial Hall

정하응 
Ha-Eung JUNG
한국 Korea

1961년 한국 서천 출생
현, 한국 양평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1, Seo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Yangpyeong,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1  Art is the shadow of delirium,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Series 
 2001, Marronnier Art Center, Seoul, Korea
1991  S's posterity : A botched art is more beautiful, Samduck Gallery, Daegu, Korea
1988  Contraction and extension , Reading newspape , Location, Venue 29, 
 Sung Neung Kyung's Performance Art, Cheongpa Theater, Seoul, Korea
1985  Venue (Venue 8~24),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2009, 2003 NIPAF(Nippon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Japan
2014, 2002 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2013 Infraction Venezia, Partito Rifondazione Comunista, Venezia, Italy
2011, 2004 TIPAF (Taiwan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Taipai, Taiwan
1999 Global Conceptualism : Point of Origin 1950s~1980s, Queens Museum of Art, 
N.Y.C, U.S.A.

성능경
Neung-Kyung SUNG 
한국 Korea

1944년 한국 예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44, Yes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왕치 (윤진섭)
Wangzie (Jin-Sup YOON)
한국 Korea

1956년 한국 천안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6, Cheon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Art of Doppelganger: Yoon Jin-sup Exhibition, Kim Dal-jin Art Archives 
 Museum, Seoul
2014  Art Space Hue Invitational Exhibition La chose chose Chose's cheeze, Colin 
 Rhodes & Yoon, Jin Sup duo exhibition, Kunstdog Gallery, Seoul
1987  Yoon Jin-sup Performance Group Founder's Performance <Giant Eye I> 
 Announced, Dahak-ro, Seoul
1982  Act Drawing Solo Exhibition, Hwasarang,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1999-2000 Millennium mess Performance Festival] Planning and Presentation,   
 Theater Zero
2000  Exhibition of Coal Mine Art Museum, performance <Sound of the Universe II>  
 presented, Gangwon-do, Jeongseon
1998  Performance <Sound of the Universe I> presentation, Honam University   
 campus, Korea
1995  Eye of Criticism, Hyundai Art Gallery, Hyundai Department Store, 
 Apgujeong,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Gwangju Cultural Foundation Media 338 Digital Moon
2007  Exhibition of No-Signal, Gallery sejul, Seoul, Korea
2007  Exhibition at CITY ART MUSEUM LJUBLJANA, Ljubljana, Slovenia
2006  Exhibition of Treveler, Gallery Sejul,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8  Sevilla biennale, Spain
2007  Exhibition of Thermocline of Art-New Asian Waves (a ZKM 10th Anniversary 
 Exhibition) Karlsruhe, Germany
2006  Exhibition of 2006 Shanghai Biennale, Shanghai, China. 
2004  Exhibition of 5th Gwang Ju biennale, Seoul, Korea.

이경호
Kyung-Ho LEE
한국 Korea

1967년 한국 김천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67, Kim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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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규
Jin-Gyu YU
한국 Korea

1952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춘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52,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Chunche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Mime Life 50 Years Seoul Arts Center Invitation performance I did It My way,
 Everyone hurts
2020   Yoseon Market Corona out, Ask about Jung-do
2019  Joint Noodles A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My invisible disease, FERi Gallery, Budapest, Hungary
2017  Terra Firma, Centrala Gallery, Birmingham, United Kingdom
2016  Where did you come from?, Ericsson Gallery, Budapest, Hungary 2015
 Ilovenoses, Telep Gallery, Budapest, Hungary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Immunity Geography, Enjoy Museum of Art, Bejing, China
2020  MENÜ, OFF-Biennále, Budapest, Hungary (postponed due Covid)
2018  Barcelona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BIPA, Valid Photo BCN Gallery, 
 Barcelona, Spain
2018  BODIES, FKSE, Budapest, Hungary
2017  Best of Diploma, Reök-palace, Szeged, Hungary

바바라 미하이
Barbara MIHÁLYI
헝가리 Hungary

1988년 헝가리 미스콜크 출생
현, 이탈리아 파도바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8, Miskolc, Hungary
Lives and works in Padova, Italy

극단 새날 서미화
Creative group 
Sae-Nal, Mi-Hwa SEO
한국 Korea

1974년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홍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4,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Hongche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Aunt Bull Soon-I, Chuncheon City Hall, Chuncheon
2015 Musical Zhaoan, Inje haneulnaelin Center, Inje
2014 HeoNanseolheon, Gyeongju Arts Center, Gyeongju
2014 My Golden Child, Chuncheon Gongjicheon, Chunche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Halmijari Street - myeoneuligogae, Kkommoe Park, Hongcheon, Korea
2014 Grandma Dung De Kung Tiger Kung De Kung, Bangokcho and 5 other places, 
 Hongcheon
2013 Madang Play Bombom, Kim Yu-jeong Munhak Village, Chunche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visiting art table (community art project) jung 
lang Cultural Foundation
2019  mind festival – how am i feeling today,  
Myeongdong Cathedral 1898 Square Seoul, Korea
56th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 art 
nomadic trader, Suwon, Korea 
The Yangpyeong Yongmunsan Mountain Wild Greens 
Festival - art nomadic trader, Yangpyeong, Korea
2016  Seoul Street Art Festival - art nomadic 
trader, Seoul, Korea 

손한샘
Han-Sam SON
한국 Korea

1969년 한국 포항 출생
현, 한국 양평 거주 및 서울 활동
Born in 1969, Pohang, Korea 
Lives in Yangpyeong, Korea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율리
Yully LEE
한국 Korea

1983년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3, Daeg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공미선
Mi-Sun KONG
한국 Korea

1985년 한국 전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5, Jeon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조정원
Jeong-Won JO
한국 Korea

1988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8,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강민아
Min-Ah KANG
한국 Korea

1992년 한국 수원 출생
현, 한국 수원 거주 및 활동
Born in 1992,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Suwon, 
Korea

임정서
Jungsuh Sue LIM
한국 Korea

1991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91,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안효정
Hyo-Jung AN
한국 Korea

1986년 한국 동해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6, Do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김인경
In-Kyung KIM
한국 Korea

198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5,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조제인
Jane JO
한국 Korea

198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5,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예술장돌뱅이 
Art Nomadic Trader
한국 Korea

2012년 한국 양평 설립 / 현, 한국 양평 활동
Founded in 2012, Yangpyeong, Korea
Works in Yangpyeon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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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

거위루(葛宇路)
Yulu GE
중국 China

1990년 중국 우한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1990 in Wuhan, China
Lives and works in Beijing, China

한느스 노르베르크
Hannes NORBERG
독일 Germany

1969년 독일 보름스 암라인 출생
현 독일 뒤셀도르프 거주 및 활동
Born 1969 in Worms am Rhein, 
Germany
Lives and works in Düsseldorf, 
Germany

김동환
Donghwan KIM
한국 Korea

1979년 한국 인천 출생
현 한국 부천 거주 및 활동
Born 1979 in In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Bucheon, 
Korea

리혁종
Hyeokjong LEE
한국 Korea

197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고양 거주 및 활동
Born 1975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Goyang, 
Korea

유르겐 슈탁
Juergen STAACK
독일 Germany

1978년 독일 도베를루그-키르히
하임 출생
현 독일 뒤셀도르프 거주 및 활동 
Born 1978 in Doberlug-
Kirchhain, Germany
Lives and works in Düsseldorf,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Research Project Legendary Flood Dance – 
Three Goddesses of Different Name
2020 Community Exchange Project Granny’s 
Distant Place
2019 Community Program This and That, She Said
2019 International Art Program & Exhibition Talking 
Gender in the Province
2018 Community Programs Hongcheon 
Monochrome, Sweet Cornmunism
2018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 Exhibition 
Find Us at Hongcheon, in Corea, on Planets…
2017 Community Program Floating Ferry, Buzzing 
Market
2017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 Exhibition 
Considering City/Province, Places that Create Arts 
and Culture
2016 Public Project Our Traditional Story
2016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 & Exhibition 
Re-Writing Tradition in the Province

전수현
Su-hyun JEON
한국 Korea

1967년 한국 충남 출생
현 한국 양평 거주 및 활동
Born 1967 in Chungcheongnam-
do, Korea
Lives and works in Yangpyeong, 
Korea

전수현
Suhyun JEON
한국 Korea

1993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93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우광
Wookwang LEE
한국 Korea

1977년 한국 포항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77 in Pohang,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주원
Juwon LEE
한국 Korea

1986년 한국 파주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및 활동
Born 1986 in Paju, Korea
Lives and works in Paju, Korea

이은경
Eun Kyong LEE
한국 Korea

1984년 세네갈 다카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84 in Dakar, Senegal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신혜진
Hye-Jin SHIN
한국 Korea

1986년 한국 안양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및 활동
Born 1986 in Anyang, Korea 
Lives and works in Paju, Korea

윤정미
JeongMee YOON
한국 Korea

1969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69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세승
Seiseung LEE
한국 Korea

198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85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윤결
Gyeol YOON
한국 Korea

1985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85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기수
Kee Soo LEE
한국 Korea

1968년 한국 보령 출생
현 한국 남양주 거주 및 활동
Born 1968 in Bory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Namyangju, 
Korea

한국 Korea

2014년 설립 / 현, 한국 홍천 활동
Founded in 2014, Hongcheon, Korea
Works in Hongcheon, Korea

정찬민
Chanmin JEONG
한국 Korea

1991년 한국 홍천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91 in Hong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판 끄엉
Quang PHAN
베트남 Vietnam

1976년 베트남 빈딘 출생
현 베트남 호치민 시 거주 및 활동
Born 1976 in Binh Dinh, Vietnam
Lives and works in Ho Chi Minh 
City, Vietnam

해미 클레멘세비츠
Rémi KLEMENSIEWICZ
프랑스 France

1989년 프랑스 마르세유 출생
현 한국 서울, 프랑스 마르세유 거주 
및 활동
Born 1989 in Marseille, France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and 
Marseill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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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경
Yunkyung HUR
한국 Korea

1986년 한국 부천 출생
현 한국 서울, 고양 거주 및 활동
Born in 1986, Bu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and 
Goyang, Korea

홍철기
Cheolki HONG
한국 Korea

1981년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81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흐어즈커
Zike HE
중국 China

1990년 중국 구이양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구이양 거주 및 활동
Born 1990 in Guiyang, China
Lives and works in Beijing and 
Guiyang, China

용해숙
Hae Sook YONG
한국 Korea

1967년 한국 홍천 출생
현 한국 홍천,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1967 in Hong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Hongcheon 
and Seoul, Korea

자샤 폴레
Sascha POHLE
독일 Germany

1972년 독일 뒤셀도르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1972, Düsseldorf, 
Germany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홍천 지역 문화 공간 분홍공장
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

아담 클림작 
Adam KLIMCZAK
폴란드 Poland

폴란드 우쯔, 1957년 생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우쯔 예술 아카데미에서 수학했으며 회화 그래픽 학
과를 졸업했다. 회화, 조형 및 사진 오브제, 장소 특정적 멀티미디어 설치작
품, 행위 및 퍼포먼스 작가로 활동해왔다. 자서전과 보편적 컨셉트, 언어, 건
축 및 조경 분석의 요소들을 통해 단기 프로젝트를 실현하며 추상의 상징성
과 신화와 개인적 이야기의 리얼리즘을 결합하며 폴란드 및 다수의 국가에
서 민간 및 공공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해 왔다. 1984년 우쯔에 설립된 민
간 비영리 예술 공간 <Wschodnia Gallery> 공동 설립자 겸 운영자로 1990년
부터 <진행 중인 건설>과 우쯔 비엔날레 등 국제 예술 행사를 조직하는 국제 
예술가, 미술관과 협업해왔다. 우쯔 시립미술관 역사부장을 역임했으며 폴
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미술관 프로젝트와 전시에 작가 및 큐
레이터로 참여해왔다. 

문화 국립유산부와 폴락 크래즈너 재단 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베
를린 예술 대학, 우쯔 인문경제 대학, 이스라엘 아크레 웨스턴 갈릴리 대학 
객원 강사로 활동했다.  

아마라치 오카포
Amarachi OKAFOR
나이지리아 Nigeria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아마라치 오카포는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다. 동료애와 놀이에 기초한 조형, 회화, 협업적 공공
미술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카메룬, 유럽, 카리브해와 아시아 지역
에서 직접 운영하는 작업실과 작가 레지던스를 통해 다양한 스튜디오 활동
과 공공 미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작업실을 
두고 있다.  

나이지리아 슈카 대학에서 2002년 순수미술로 학사 학위를 (2:1, 회화), 2006
년 순수미술 석사 (조형) 학위를 받았다. 2012년 영국 팔모스 대학에서 큐
레이팅 전공으로 (현대미술 기획)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 전공은 아마
라치 오카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예술 기록물, 컬렉션, 문서화 실천과 연
구, 작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2007년 저명한 유네스코 애쉬버그 작가 
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지원금과 노르웨이 트론헤임 소재 Lademoen 
Kustnerverksteder [LKV] 국제 상주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4년에는 
나이지리아 국립 미술 대전에서 수상했으며 유네스코와 트론헤임 코뮌의 후
원으로 노르웨이 바벨 아트 스페이스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이어 웨일즈 
오리엘 모스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영국 맨체스터 미술관이 주
관한 문화 올림피아드 전시에도 참여했다. 

최근 수년간 대안 공간에서 대중 및 관람객들과 협업하는 다수의 단독 예술 
프로젝트를 제작해왔다 (2015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비엔날레, 2014년 라
고스 국립 미술 대전 등). 

작업실에서의 작품 활동 외에도 나이지리아에서 다양한 차원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매우 보람 있는 공공 예술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담 클림작
Adam Klimczak
폴란드 Poland

Born in Łódź, in 1957
In 1975-80 studied in Art Academy in Lodz. Graduated from Painting and 
Graphic Department. Author of paintings, sculpture and photographic 
objects, site-specific multimedia installations, actions and performances. 
Through the elements of his autobiography, universal concepts, 
language, analysis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realizes the ephemeral 
projects, colliding the symbolics of abstraction with realism of myths 
and private stories. Exhibited his works in private and public galleries in 
Poland and abroad. Co-founder and a manager of a private non-profit art 
space „Wschodnia Gallery”, from 1984 in Łódź. Since 1990 collaborates 
with The International Artists’ Museum - organizer of international art 
meetings “Construction in Process” and “Łódź Biennale”. Head of the 
Historical Department of the Museum of the City of Łódź. Participant and 
curator of many museum projects, exhibitions in cultural institutions in 
Poland and abroad. 

Scholarship hold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as 
well as Pollock Krasner Foundation. Guest lecturer at the Akademie 
der Kunste, Berlin, the Academy of Humanities and Economics in Łódź, 
Western Galilee College, Acco, Israel. 

아마라치 오카포
Amarachi Okafor

나이지리아 Nigeria

This artist and curator Amarachi Okafor lives and works in Abuja, 
Nigeria - West Africa. I work in Sculpture, Painting, and collaborative 
public art - founded on camaraderie and play-. I have practiced art 
internationally, taking up various studio and public art activities in 
Nigeria/Cameroun, Europe, the Caribbean and Asia through artist 
residencies to studios that I have run on my own. Currently, I have my 
studio in Abuja, Nigeria. 

Amarachi is educated in Fine Arts with BA (2:1, Painting), 2002 and MFA 
(Sculpture), 2006 both from the University of Nigeria Nsukka. She has 
an MA in Curatorial Practice (Curating Contemporary Art), 2012 from 
Falmouth University, UK- which has been most useful for managing the 
practice, research, and working with artistic archives, collections and 
documentation: my other passion -.  I was a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Unesco Aschberg artists’ award in 2007- which came with a Grant 
and an international residency to Lademoen Kustnerverksteder [LKV] 
in Trondheim Norway. In 2014, I was awarded a prize at the National 
Art Competition in Nigeria. My debut solo exhibition was at Babel Art 
Space, Norway – funded by UNESCO and Trondheim Kommune-; and 
another at Oriel Mostyn Gallery, Wales. I was also part of the cultural 
Olympiad exhibition organised by Manchester Art Gallery, UK.

In recent years I have been making many solo art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the public and audiences at alternative spaces. 
(the Jogjarkarta Biennial, Indonesia in 2015; and the National Art 
Competition in Lagos, 2014.ect.)   

Besides making work in the studio, I continue to actuate these 
very rewarding public art collaborations engaging several levels of 
audiences in Nigeria. 

커미셔너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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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워크숍
ARTIST  
WORKSHOP

 아티스트 워크숍

주제 참여 작가의 설치 현장 탐방과 출품작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공간 연출 연구

일시 2021. 7. 6(화) 13:00 ~ 18:30

장소 홍천문화예술회관,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홍천중앙시장, 홍천미술관

참석 국내 참여 작가 20명, 예술감독, 큐레이터 등

내용 1.전시 개최 전 현장 방문이 필요한 참여 작가들을 
 초대해 설치 현장을 탐방하고 작품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2.전시 공간 실측 등 전시 계획을 논의하여 트리엔날레  
 주제인 ‘따스한 재생’에 맞는 작품 출품을 독려
 3.참여 작가들의 출품작에 대해 서로 설명하고 교류 
 하는 워크숍

 Artist Workshop

Subject:  Participating artists’ venue tour and space   
 production research for efficient realization of  
 artworks

Time & Date:  Jul. 6. 2021 (Tue), 13:00 ~ 18:30

Venues:  Hongcheon Cultural Center,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Wadong Branch School, 
 Hongcheon Joongang Market, 
 Hongcheon Art Museum

Participants:  20 Korean artists, Artistic Director, and Curators

Purpose:  1.To invite participating artists who need a field 
 visit prior to the exhibition to help them look 
 around the venue and conceive ideas for artworks
 2.To encourage artists to present artworks 
 aligned with the theme of the Triennale, Warm 
 Revitalization, by addressing an exhibition plan, 
 including space measurement
 3.To facilitate discussion among participating 
 artists about their artworks to be presented

GANGWON TRIENNA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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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

한국 작가 Korean Artists 

1.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주제는 ‘따스한 재생’이다. 당신
의 이번 출품작이 이러한 주제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
명해 달라

고요한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의 주제 속 ‘재생(再生)’ 이라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 ‘생명의 
싹’은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전세계가 마주한 코로나 팬데믹 상
황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내전이나 국가 간의 냉전등으
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생명의 부활’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김성복 재생에 따숩고 차가운 것이 있는가에 대한 예술감독의 고
민이 느껴지는 제목이다. 나의 작품 제목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
다.’이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질문을 받았
고 나는 답했다. 우리 모두 팬데믹으로 부터 벗어나 따스한 곳에서 
일상을 맞이하고자 함을 조각에 담았다. 

김진우  이번에 출품된 <진화의 비밀 J-6>은 강원도 홍천 결운리 
산속에서 발굴된 마치 우주선 같은 물체를 상상하면서 시작되었
다. 아주 오래전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싹을 돋을 쯤에 불시착한 미
확인 물체 ‘J-6’ 는 작품과 탯줄 같은 선을 통해서 정비공장의 집진
기에 오랫동안 다양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왔고, 그 에너지는 홍천
은 물론 온 지구 곳곳 전체로 공급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 보고 있
다. 탄약정비공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연환경과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미래의 홍천과 인류에게
도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명호   ‘재생’을 달리 말하면 ‘다시’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경우들에서 두 단어의 해석이 전적으
로 일치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대개는 그렇다. 그러한 맥락에
서 본인의 출품작, ‘거꾸로, 다시’는 본 전시의 주제와 직결된다. 카
메라의 원형인 카메라 옵스큐라와 카메라 루시다를 결합하여 공
간적 특성에 맞도록 구현한 카메라를 통해 피사체의 상하좌우가 
거꾸로 맺히도록 재현함으로써 강원도를 ‘다시’ 보는 기회를 마련
한다. 본인의 작업에 늘 ‘re', '喚起’, ‘다시’ 등의 단어가 따른다는 점
도 부연한다.

이소영  20년간 잠자고 있던 컨베이어벨트가 깨어났다. 벨트가 다
시 움직인다. 그 벨트에는 추상 문자를 새겨놓았다. 재생한 기계와 
옛 문자의 결합... 전서체 문자이미지들은 박제된 언어 개념을 벗어
나 인간과 자연의 변화무쌍한 관계성을 암시하고 있다. 움직이는 
벨트 위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문자를 통해 탄약정비공장은 무한
히 재생되는 상상의 시공간으로 변모한다.

이정교 본 작업은 ‘따뜻한 재생’을 현존하는 탄약정비공장의 ‘장
소성과 ‘탄약’이라는 의미를 통해 해석 및 상징화하는 일련의 과정 
작업이다. ‘상대의 환경과 모든 영역(환경, 시설, 정신적 등)을 파괴
한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탄약정비공장의 시간성(인위적으로 창
조된 장소)과 탄약이라는 요소를 통해 인위적인 정의(전쟁 영웅-

희생군인)를 한다. 특히 인위적인 시각이미지(훈장)를 기존의 공간 
및 오브제의 표면에 의복과 같은 개념으로 강제적으로 착색시킴
으로서 관람자에게 새로운 장소성과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각적 콘텐츠와 공간은 이야기의 생명력을 통
해서 ‘따뜻한 재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시
간적 리얼리티를 전한다.  

한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탄생과 소멸은 그 순간 속에 동시
에 존재하는 빛들 어둠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은 수없는 시간과 마
주한다 공존의 우주 안에 인류의 잔해들과 어둠이 한 찰나처럼 다
시 오지 않을 시간과 마주하며 그 순간에 들어간다. 자아의 발견의 
빛을 바라보고 다시올 시간을 기다리며, 그 괴적의 탄약고에서의 
공존의 빛을 느끼게 하고자 함으로 따뜻한 재생의 빛을 향유하는 
별들과 함께 공존의 정원에서 빛으로 의미로 피어난다.

권용택 강원도 평창에 작업실과 주거지를 모두 옮기고 처음 시작
한 작업이 청석(편석)이라는 돌위에 강원도에서 본 자연을 재현하
는 것 이었습니다. 부서지고 파편화된 돌이 가진 표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유추할 수 있었고, 다시 그림으로 재현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즉 버려지지고 무생명체인 
돌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불어 넣는 다는 점에서 “따스한 재생”
이라는 트리엔날레 주제와 상통한다고 봅니다.

김명희 30여년 전 폐허가된 학교를 생활과 작업공간으로 쓰면서 
그곳을 떠난 아이들의 흔적이 나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추운 겨울 바람막이로 쓰던 학교칠판 
조각에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디.  거기서 놀라운 “이미지
의 힘” 을 발견했다.   그것은 생명의 힘이었다.   산업화로 공동화된 
농촌의 현실을 문화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 후 
현실에서 길이 나고 포장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이곳으로 이주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정혜례나  본인은 멀쩡해서 그래도 더 쓸 수 있겠거니, 옷에 뭐 좀 
묻으면 어때 싶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버리고 새로 장만하자 
한다. 우리는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간
다. 이제는 사물과 인간과의 기억으로 상기되는 라포는 사라진 지 
오래고, 타자와의 관계 또한 사물화(Object) 되어 가고 있다. 본인
은 참가자들에게 버려질 옷들에 대한 기억을 끌어올려 그 사물들
이 버려지는 것이 아닌 재탄생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타이틀처럼 
‘따뜻하게 재생’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얀으로 
그림을 그리듯 설치 한다.

김성수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에 출품한 작품은 
<Timetraveler(시간여행자)>로 오랫동안 사용을 멈춘 폐허가 된 놀
이공원에서 영감을 얻었다. 회전목마의 형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
는 타임머신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하여 순수했던 동심으로의 시간
여행을 꿈꾸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재생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멈
춘 것들에 따듯한 온기를 넣어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움직
임을 멈추고 시간의 흐름속에 퇴적된 동심을 수면으로 떠올리고 잃
어버렸던 순수를 되찾는 것이 따뜻한 정신의 재생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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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임 출품작 <Sea Rainbow>는 흔히들 ‘쓰레기’라고 불리우는 
해양플라스틱이 주인공인 작업이다. 해양플라스틱은 대부분 그 
실태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고, 이를 심각한 문제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 비치코밍(해변정화작업)을 참여하며, 현장에서 활
동하는 활동가들에게 배우며,  조금이나마 그 문제를 몸과 마음으
로 인식한 나는, 이 문제가 ‘플라스틱’자체에 대한 혐오로 흘러서
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인류는 플라스틱의 효용으
로 여러가지 문화가치와 생존방식을 이루어내고 있다. 인간이 발
명한 ‘플라스틱’이란 물질이 그 귀한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에 너무 쉽게 쓰이다 너무 쉽게 버려져, 사람들의 눈앞에서 치워진 
플라스틱이 자연을 여행하며 자연에 쌓이고, 이는 또 사람의 몸에 
쌓이고 있다. 더이상 인간의 힘으로 ‘자연’과 ‘플라스틱’을 분리하기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의 주체는 ‘플라스틱’이 아
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취급하는 인간의 선택과 행위
에 있다. 나는 이 작업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여행을 하며, 자신
의 색과 형태가 변하는 모습 그대로를 전시공간에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해양플라스틱을 소위 말하는 ‘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단
순한 의미를 넘어, 사람에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를 여행하며 
변화된 모습에 사람의 감정과 시선을 담고자 했다. 태어날 때 ‘사람
들이 인식하는 단순한 색’으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생활용품들이 
긴 시간의 여행을 통해, 다양한 자연의 색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
견하고, 이를 분류하여, 무지개 색 순으로 배치하였다. 무지개에 대
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아름답다 느끼는 이미지가 되
고, 낡고 헤어진, 낮 익은 플라스틱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도록 한
다. 현재 내 욕실, 내 집, 내 가방, 내 주머니, 안에 있을법한 아이들
(플라스틱)의 세월과 바다에 변화된 모습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
다. “따뜻한 재생”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귀함을 일상에서 표현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이 ‘해양플라스틱’문
제도 한걸음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김한규 제 작품은 바로 '따스한 재생'의 기억에서 출발한 작품입
니다. 누구에게나 학창시절은 존재하고 그시절 학교라는 공간안
에서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은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그 기억의 조
각조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따스함으로 남아있으며... 관객들이 제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그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느끼
며, 그 순간 학창시절의 기억의 재생을 시작하게됩니다.

신재은 ‘A의 작업장’은 폐허 속에서도 행운을 상상하여 새로운 가
능성을 찾는 인간만의 독특한 생존법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폐 콘크리트 더미와 깨진 형광등 술병들이 
널브러져있는 디스토피아적 풍경이지만 미시적으로 다가가 폐기
물 더미에 작게 새겨진 QR코드를 촬영하면 가상의 네잎클로버 정
원이 펼쳐지며 긍정의 기운을 상상하게 한다. 긍정적 가능성에 대
한 상상은 따스한 재생의 단초다.

양순영 우리가 추억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기억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바램 때문
일 것입니다. 본인의 출품작은 잊혀져가는 동시대적 삶의 파편(破
片)들을 등(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매개체를 통해 인생의 다시금 
빛나는 생명의 흔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

다. 따라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년의 주제 '따스한 재생'은 본
인의 '생명 빛나는 흔적'과의 상통적인 의미의 연결고리를 충분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윤영화 ‘유산’이라는 주제로 십여 년 작업을 지속해왔는데, 이번 
트리엔날레에서는 <유산-두 개의 사과>라는 제목의 출품작을 통
해서 인류문명의 역사 속 인간의 일생과 운명이 예기치 못하는 상
황에 맞닥뜨려 급변하는 사회현실 및 파괴된 자연환경의 폐해, 그
리고 가중된 유래 없는 팬데믹상황 가운데서 방황과 좌절을 거듭
하는 현 시대의 모습에서 궁극의 가치, 종국에 남겨질 그 무엇에 대
한 사색을 조형적 모색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창희 사람인(人) 작품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낸 기술이
(재료) 다시 ‘인간’에게 어떻게 위기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인간+자연’의 ‘공생’ 관계를 형성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표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호영 ‘오래된 정원- 발화하는 생명’은 지금 발 딛고 사는 세상에 
대한 말이다. 세상을 이루는 지구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우주의 
시간 속에서 지금에 이른 오래된 정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평이
다. 지금 여기는 오래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함의한다. 작품은 자
연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것을 
향해 있다. 재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관심이며, 구체적인 행동, 
말의 시작이다. 말을 시작하는 것,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말을 건
네기 시작하고, 꽃을 심기 시작하는 순간 피어나는 꽃과 같다. 그것
은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피어 올리는 정원의 꽃은 그러한 의미에서 생명의 재생이다. 

정태규 이번 파빌리온 작업 (작물의 반영)은 조형성이나 임팩트 
있는 디자인을 가진 건물이라기 보다는 소박함에 가까운 구조물
이지만 폐기된 비닐 하우스 파이프를 주 재료로 사용하여 항상 보
조 역할이였던 소재가 주재료가 된다는 점과 현 시대에 사회 구성 
안에서 조연으로만 살아 간다는 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

차기율 재생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등, 부질없거나 쓸모없음을 회복하고 재발견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따스한 재생이라는 명제가 붙어있는 이번 전시는 유형
적 결과뿐 아니라 무형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하
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느껴진다. 나는 무형의 가치를 발굴형
식을 통해 들여다보고 기억의 편린을 재구성하여 유형의 형태로 
보여 주고자하며 이러한 과정은 혹독한 노동을 바탕으로 예술과 
인문학의 접점을 찾는 행위임과 동시에 지난시간의 기억을 회복
하고자하는 재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홍수 재생을 위한 제의(祭儀) 공간을 구축했다. 예술은 제의(祭
儀) 적인 기능을 통해 ‘’소통’’.’’치유’’.’’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제프 보이스는 ‘’미술은 현재의 상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치유하는 것’’. 이라고 했다.‘’결’’은 순수 한국어인, 살결,나뭇결,숨
결,물결,꿈결, 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나는 특히 신체와 관련된 ‘육
의 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부드러운 붓으로 유화물감

을 엷게 서른겹 이상 덧칠하여 그리는 방식으로 여러겹의 레이아
를 쌓아서, 인간 무늬의 ‘’결’’를 찾고 새로운 재생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홍나겸 "홍나겸의 솔라스텔지아 (Solastalgia)는 <우리는 살아
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부제가 있는 작품입니다. ‘솔라스텔지어
Solastalgia’는 2003년 호주의 환경 철학자 글렌 알브레히트가 만든 
환경 변화로 인한 정서적 또는 실존적 고통의 형태를 설명하는 신
조어입니다. ‘위안’이라는 뜻의 ‘솔라스 solace’와 ‘황량함’이라는 뜻
의 ‘데 솔레이션 desolation’, 그리스어로 ‘고통’이라는 뜻의 ‘앨 지어 
Alaia’를 합성한 말로서 가뭄이나 화재, 홍수 등과 같은 기후재앙과 
환경변화가 가져다주는 변화로 인한 우울과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을 의미합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비롯된 산불로 속초와 강
릉·동해·인제 일대를 덮쳤는데 당시 산짐승을 비롯해 인근 마을 가
축까지 산채로 불타고 그 상흔이 아물기도 전인 이듬해 다가온 코
로나 19 펜데믹이 지구촌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이상
하게도 동해안은 3일을 제외하고 여름 내내 비가 내리는 이상기후
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미디어 작업의 모든 질료를 자연
에서 구하는 작가로서 강원도의 자연이 겪는 아픔으로 인해 그 고
통이 매우 컸으며 이번 참여 작인 ‘솔라스텔지아’ 는 마치 열화상 
카메라의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천천히 
뒤로 걷는 붉은 영상과 검고 푸른 자연 영상을 대치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빛과 어둠이 오버랩 되면서 빗소리 바람 소리 동굴의 울림
과 같은 자연의 사운드가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작가는 결국 시·공
간 한가운데 놓인 관람객에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물음
을 던지며 자연의 변화로부터 온 고통과 아픔을 연대하고 이 작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영혜 대게 국제미술제와 같은 전시에서 선보이는 현대미술은 
사실상 관객과 쉽게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러나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따스한 재생’은 주제부터 관
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다. ‘재생’이라는 말은 
‘다시 삶을 얻는 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기회를 준다. 우리가 살아 
온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환기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재생’과도 맞닿아있다. 덧없는 덫/EXITRAP 연작은 실제로 기능하
지 못하지만 환영으로 존재하고 환기하는 일루전으로써의 ‘문’의 
기능을 한다. 빈 캔버스에서 시각효과를 지니는 문으로, 물리적 출
구는 없지만 사유의 출구를 열어주는 회화는 회화로서 재생의 기
회를 얻는다. 

홍일화 백아의 <테두리>라는 곡의 가사에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빛이 새어나지 않게 주위를 맴돌며 빛을 모으는 테두리
가 되겠다고"" 라는 가사가 있다. 노란바탕의 강렬한 빛속에 검정의 
테두리를 분홍의 따스한 빛의 테두리가 감싸고 있다. 지나온 어떤 
형태가 중요하기 보다는 서로 다 똑같은 빛으로 감싸앉고 어우러
져 노는 빛의 놀이터이다.

김노암 출품작은 우리가 평소 망각해왔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찬
찬히 생각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준비했다. 나는 시간을 재는 기
계인 손목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을 회고할 수 있는 계기

로 평소 수집하던 손목시계를 우리의 라이프스탈일에 매우 중요
한 사물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해석하고 연출하고자 했다. 스마트
폰과 스마트 워치 이전에 우리의 시간감각을 형성하고 조형적 감
각이 매력적으로 결합된 심미적 오브제로 손목시계를 제시했다.

전병철 한동안 도시안의 골목이나 달동네를 주제로 작업을 해왔
고 이번 작품은 도시재생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
른 채도와 명도의 분홍색을 구성하여 지역재생, 도시재생, 재래시
장재생 등 여러 종류의 재생활동과 공동체 사업에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정하응 사운드설치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과거 전북 군산
(2006년)의 해망동 이라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의 한 단면을 소리
작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홍천에서의 작업도 중앙시장을 중심
으로 주변의 주민들의 삶과 풍경의 소리들을 수집하여 작업을 하
게 된 것이 유사한 방식이 되었다. 지역 분들의 삶에서는  언제나 
거칠지만 온기를 느끼게 한다. 따스한 것, 아름다움, 예술행위 본질
의 가치들은 모두 이러한 질척한 일상의 삶 속에서 피어 오르지 않
을까 생각한다.

예술장돌뱅이  전형적인 전시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역에 흩
어져 있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공간을 재
활용해 전시하는 것과 예술장돌뱅이팀의 작업이 사람들과 만나서 
작업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에 가고 그 공간이 전시의 장이고 작업
의 공간이 되고 작업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노마딕 프로
젝트이기도 한 점이  미술의 새로운 공공적인 역활을 실험하는 것
으로 본다. 

김현주 & 조광희  이번 강원국제트엔날레에서는 ‘시장 – 詩작’이라
는 6채널 영상설치작업을 제작하게 되었다. 제목에서 ‘시장’은 홍
천 내 전통시장과 중앙시장 두 장소를 의미하며, ‘시작’은 시를 짓
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무언가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품는다. 총 
스무 분의 시장상인을 인터뷰하고 이분들의 몸짓 - 자신의 손을 보
는 제스쳐를 영상에 담으면서 한 사람의 고유한 시간과 노동, 서사
가 담겨진 곳이 '몸'임을 느꼈으며 언어 넘어 시장 상인 한 분 한 분
의 '몸' 그 자체가 '시'로써 발현되길 바랬다. 이번 트리엔날레 주제
인 ‘따스한 재생’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단한 현실
에서 예술을 통해 회복해낼 수있는 것, 재생해 낼 수 있는 것, 공생
해야 할 가치를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스한 재생이란 인간이 이
미 품고 있는 가능성 ‘애’愛에 기반한 것이며 그러한 잊고 있던 가
치들을 삶의 기억에서, 현재의 세계에서 끌어올려내는 예술적 실
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 - 詩작’프로젝트는 시장상
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질
문하는 작은 애씀이며 트리엔날레의 주제 ‘따스한 재생’이 추구하
는 의미와도 함께한다.

이경호 지난 10여 년간 지구환경 생태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단법인 지구와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해왔다. 이번 작업은 태화
강 환경 예술제에서 발표한 “오병이어”의 후속 작으로 성경 속 만
나를 연상시키는 뻥튀기를 빙산의 모형을 한 10m 이상 높이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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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하얀 천위에서 관객들에게 즉석으로 해서 튀겨 바닥으로 
날려 나누어 주는 형태의 작업을 한다. 제가 속한 UStudio( www.
ustudio.or.kr) 멤버들과 시장 주민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행사를 즐길 것이다. 

2.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된 오늘날, 전시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떠한 예술 활동을 펼쳐 왔는가?

문소현   모든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가족끼리 식사하
는 자리 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에서 신체의 위치에 대해 고민
을 많이 하게 되었다. 가깝게 있지만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며 
SNS 로 서로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되는 상황은 마치 같
은 위치에 있지만 서버가 달라 서로 보지 못하는 게임 케릭터가 된 
느낌이 들었다. 이 감각을 <발견된 위치없음>이라는 개인전으로 
진행했다.

이명호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찾아온 그 불청객으로 인해 우리
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다. 낯설었던 ‘pandemic’이라는 단어가 어느
덧 일상어가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 불청객의 출현 전과 후로 나
뉘게 되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 불청객의 출현도 자연의 섭
리가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쯤 해서 지난날의 삶
을 다시 돌아보라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따져보라고, 자연이 그 불
청객을 보낸 게 아닐까 한다. 그래서 본인은 과거의 일과 삶을 다시 
살펴보고 미래의 일과 삶을 다시 그려보고 있다.  

이정교   비대면은 성곽시대(단절)와 온라인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초개인화시대와 가상공간)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
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해석은 나의 작업에 다층적인 사고를 가
지게하는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므로 많은 정보분석(빅데이터 활
용)과 많은 독서(미래학과 사용자경험 및 니즈분석)를 통해서 앞으
로 다가올 미래의 상징요소는 무엇이 될까? 그 가능성은 어떤 범주
를 갖게될까?를 탐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들은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호와 상징들을 찾아가고자 하고 있다. 즉, 디지털 정
보가 파괴(탄약)가 되지않고 미래 우리 라이프스타일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지속되는 메시지(따뜻한 재생)를 찾아가는 탐색 과정이
다.(예: 복도 작품)     

정혜례나   코로나 19로 인해 ‘밤새 안녕?’ 하는 시기를 살아간다. 이
제는 전시장으로 관람객을 모셔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
시영상을 만들어 유투브에 올리고 작가의 작업과정 또한 영상으
로 제작한다. 오히려 더 확장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만난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니 사회적인 상황, 지구촌의 
환경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작
업에 임하게 되는데 재료적인 면, 주제들이 생태와 환경, 지속가능
한 삶의 긍정을 끌어오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김도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예술활동의 틀을 깨고 관
람객을 새롭게 예술현장의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펼쳐왔
다. 시청역 윈도우 갤러리에서 관람객과 아티스트 사이에 놓인 투
명한 유리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교감하고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 <언더그라운드>를 성황리에 개최했었
다. 또한 부산 홍티레지던시 개인전에서도 2주간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되었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격리해제>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연다. 작가가 시작한 거대 자유페인팅을 관람객 누구라
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완성하고, 일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의 불안과 통제 속에 놓인 우리의 억압된 심리를 전시장의 
예술활동을 매개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김순임 새로운 장소, 지역의 새로운 자연과 문화를 배우며 이를 
작업화 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며 그동안 작업해 왔다. 당연히 년
중 많은 시간 작업을 위한 여행을 해 왔으나, 판데믹 사태는 내 이
런 작업의 일상을 크게 흔들었다. 일단 그동안 최소한의 지출을 위
해 작은 작업실 겸 작품 창고를 가지고 있던 나는, 한동안 작업을 
위한 정주가 필요함을 느끼고, 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작업실이
사를 감행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식의 전시 만으로는, 전같은 
소통의 결과를 얻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UNIST
의 <사이언스 월든 프로젝트>에서 2020년 초판데믹의 작가들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이는 다시 Artist Canvas (artistcanvas.net) 
라는 작업실에서의 작업을 실시간 스트리밍하며 참여자와 작가의 
일상과 작업의 과정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2020년 겨울부터 현재
까지 참여하고 있다. https://artistcanvas.net 또한 현장에서 시간을 
두고 사라지는 자연미술의 특성상, 그동안 과정의 기록 방식으로 
영상과 사진을 병행하고 있었던 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공
유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또 오프라인 전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고 지지해 주어, 작가로서 다음 작업에 큰 힘을 얻
고 있다. 결과물로서의 <작품>의 유통을 넘어, <과정>을 유통하고, 
작가의 창작 일상을 소유(공유)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노동식 작년과 올해 코로나 19로 예정되었던 많은 전시와 행사들
이 취소되어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작
품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찾
아가 작품설치 제안서를 제출해서 작품을 설치하기도 했다. 최대
한 타인과 접촉을 줄이며 작업실에서 모형 제작과 아이디어구상
을 해왔다.

신재은 지금까지 관객 참여형 작품이나 후각 중심의 작업 혹은 
관람 동선이나 설치의 공간감, 전시장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작품 등 오프라인에서 관람해야하는 작업을 발표해왔기 때문에 
처음 펜데믹 상황이 왔을 때 난처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
도에 대한 상상을 발휘할 수 있었던것 같다. 우선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기록들을 정리한 아트북과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
는 활동으로 계속 보류되어왔던 아카이빙 작업을  했다. 작품에 있
어서는 펜데믹 시대에 익숙해진 QR코드를 적극 활용한 작품을 구
상하게 되었고, 기존 방식에 AR 기술을 접목하여 온라인에서도 관
람 가능한 형태를 구현하기도 했다. 

양순영 저는 펜데믹 시대에 그 동안에 제작된 작품들의 이미지들
을 영상으로 작업하여 왔습니다. 전시는 온라인전시 버츄얼투어
전시로 생생한 현장을 관람자들이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개인 온라인플랫폼(www.yangsoonyoung.kr )도 
만들어서 저의 작업을 다층적으로 관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
비를 하였습니다. 사회가 변하면 예술가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술가들도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며 자신의 작품이 대중
들에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고 봅니다. 그것이 기술적 변화이든, 재료와 기법의 탐구이든, 작가
의 메시지를 표현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는 작업방식도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영하 예술도 생활 속 행위로 팬데믹 시대에도 꾸준히 작업의 
결과물을 생산해야한다. 자신의 속도에 맞게 생각을 정리하고 작
업을 구체화하여 작품이 대면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아 나선다.

유지숙 코로나 이후 모든 전시 형태가 바뀌었다. 실제로 갤러리
에 가는 관객들이 더 줄었으며 나 또한 대부분의 전시들이 연기되
거나 취소되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전시가 위주가 되었다. Local 
중심으로 움직이던 축이 international로 바뀌었고 전시형태도 많
이 바뀌었다. 아트페어도 몇 번의 연기를 하고 이번 가을에 오픈하
기전에 virtual edition으로 먼져 관객들과 소통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더 이해하고 공부해야 했다. 시대를 이해하고 또 다른 분야
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한 나는 online art platform 에 집
중했고 social media로 관객과의 소통에 더 시간을 투자했다. 코로
나 이후 갤러리가 오픈되고 다시 정상화 되었을때 virtual과 offline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노암 나는 지난 2년 간 비대면 방식의 전시모델이 가능한지 다
양한 시도를 해왔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 현대미술을, 예술적 활동
을 경험하고 확대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전시연출에 대해 당야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
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202년 6월까지 LG시그니처와 함께 첨단 
컴퓨터그래픽기술과 VR영상기술 등을 활용한 사이버전시를 개발 
제시하였다. 

정하응 코로나상황 이었음에도 개인적으로는 전시 할 기회를 많
이 가졌다. 주로 재생, 리싸이클링과 관련된 전시와 작업 그리고 해
양오염의 심각한 상황을 NGO단체가 기획하고 작가들이 참여하여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포럼과 전시를 부산에서 올 8월말에 하게 
되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총체적인 위험신호들이 곳곳에서 보내
고 있고,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질 않은가. 전시를 통해서 대중들이 
위험신호들을 감지하며, 동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작가로서 역할, 
더 나아가 예술의 희망적 가치를 느꼈다.

예술장돌뱅이  예술장돌뱅이팀은 주로 야외의 공공장소에서 사람
들을 만나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실내 공간에 소수의 사람들
을 모아놓고 개별적이고  분리된 공간에서 1대1로 만나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  야외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 작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지만 실내에서 소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밀접하고  
속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해서 1대1 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
가고 있다.

윤진섭 팬데믹 시대에 들어선 2020년 3월 21일, 건강을 위해 동네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남산 둘레길을 돌며 배낭에 작은 스케
치북을 넣고 다니며 풍경을 담기  시작했는데 나무가 그로테스크
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나의 팬데믹 풍경화의 시작인데 그후로 드
로잉에 깊이 빠져들었다.

3. 포스트 펜데믹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예술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구
체적인 경험 속에서 느낀 바를 설명해 달라. 

고요한 제가 느끼는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내 자신
이 느낀 바를 대중들의 마음속에 던져 작은 울림을 줘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동이 될 수도 있
습니다. 현재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공감하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것이 예술가들이 해야할 첫 번째 역
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 언어로 그것들을 구
현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호  펜데믹시대의 새로운 대안적 예술은 그 따뜻한 재생을 위한  
인류에게 새로운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사고와 철학 그리
고 미학의 화원에서 그 향기를 피워야 하는 것이 예술이며 그 속에
서 공유와 공감 통섭의 예술의 무한재생 에너지를 수혈 받아야 하
며 인류는 자연과 함께 그 에너지를 새로운 인류를 위해 기여해야 
하는 시간이다. 절망 속에 그 희망 그리고 극복의 시간이 지금 에술
과 함께 하는 길이다.  

권용택 펜데믹시대 속에서 예술가는 이시대 현실을 반영하여 이
를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기여하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것이 예
술가가 처한 조건과 특성에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고 표현 될 것이다. ‘안녕?’ 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한 전시에 세 
번 참여 하면서 이시대 상황속의 인물들을 주제로 표현하였고, 생
태적인 관점에서 다시바라보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김도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 또는 다
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 속에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는 생존과 직결된다. 에어컨이 없는 타인의 작은방에서 자가격리
를 하면서 매일 일지를 쓰고 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했었다. 점차 
격리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고립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자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가 특정 상황과 경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동아줄이 될 것이라 본다. 여기서 예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와 우리의 접촉점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며 현실에 우리가 ‘실
존 중’이라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성수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며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
는 치유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전 지구적인 펜데믹 시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인간다운 삶’에 대한 성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예술은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사람들에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희망’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예술이야 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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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영화 예술은 지금까지 인간의 꿈과 자유를 말하면서 자연과 삶
을 노래해왔다. 예술은 팬데믹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인간에게 
항상 유효했고 앞으로도 항상 유효할 것이다. ‘오늘날 예술과 일상
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등의 언급은 이제 까마득한 전설얘기처
럼 되어버린 지 오래다. “나는 오늘도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만진다. / 그리고 예술 한다.”

이창희 비대면 시대는 디지털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인간이 디지털시대라고 말하고, 시작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서
서히 진화와 소멸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시대를 엄청나게 빨리 진화하게 하
고 그것은 ‘인간’ 삶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할 
순 없지만, 디지털 속 세상에서 만나 회의하고, 또는 특정 사이트에
서 생필품이나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가 
불러온 급변하는 시대의 디지털 속 인간의 형태라 생각합니다. 디
지털 속 세상 그 속에는 영혼이나 정신이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은 모여들고 통합되는 ‘감성’
과 ‘군중’이 있는 반면 디지털 속 인간은 고립된 여러 개인으로 이
루어져. 군중의 감성 정신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
택트시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전시를 하지만 이를 통해 감성과 영
혼이 메마른 디지털 ‘군중에게’ 컨택트 할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 
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조각가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 생
각됩니다.

이호영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격리, 단
절의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 대면
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생활을 몇 년이나 지속해야 했다. 소
통, 만남에 대한 열망을 예술이 담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 표면 아
래에 깊숙이 감추어진 자신의 말들을 표면에 끌어올리는 것이 예
술이라고 한다면 그 예술의 작품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
을 시작할 때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AI로 상징하는 새로운 
첨단정보의 시대에 예술은 더욱 자신의 말들, 보이지 않은, 그러나 
있는 삶의 말들을 요구하리라 본다. 예술에서 새로움은 그 시대를 
지나는 삶, 그리고 그 생이 발화하는 꿈에서 발생하고, 그 발생한 
꿈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눈 앞에 현현되었을 때이다. 소통의 장
은 예술 작품이 완결되는 마지막 단계이다. 사람과 사람들에게 소
통함, 나눔, 예술이 의무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덕목이다.

홍일화 코로나 19로 인해 오랜기간 격리와 비대면의 시간을 보내면
서 외로움과 우울함의 감정이 점점 더 내 기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내
게 필요한 건 활기찬 기운이었고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는 화려한 색
상이었다. 축제와도 같은 형형색색의 다채로우면서 화려한 자연을 그
리고 싶은 충동이 앞섰고 이를 보는 대중들의 환한 웃음이 좋다.

김노암 팬데믹시대 사람들의 신체적 사회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
은 심리적 정신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
록 사람들에게 생활과 꿈에 대해 긍정의 힘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
식과 모델, 철학과 비전을 담은 예술창작과 활동이 절실한 시기이
기도 하다. 내가 기획했던 전시기획들고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많은 예술가들과 문화활동 관계자들의 생업으로서의 거의 모든 
활동이 제약받거나 정지되면서, 국내, 국제적 교류를 통한 새롭고 
도전적인 창작 활동의 의지와 조건도 약화되고 있다. 위기가 기회
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유와 실천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정하응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술이, 작가들이 희망적 메시지를 전
달하고, 진실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펜데믹 시대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보였다.

윤진섭 예술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한 것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
대에는 거기에 걸맞는 예술의 형식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는 
얼책(facebook)을 매개로 소통을 한다. 관객은 얼책에 올린 내 작
품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댓글난에 적는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젠 NFT와 메타버스가 운위되고 있다. 
사이버 세계가 점차 강세를 띠면서 예술의 창조, 감상, 소비에 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예술은 이제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
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광영 코비드 19가 맹위를 떨친 작년에 전시를 진행해 보니 전
시장 방문 관람자수는 펜데믹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관람자 입
장에서는 오히려 최적의 관람 환경이 된 것 같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인간이 사회적 관계성의 충돌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다
는 것은 한편으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예술이 인간에게 자기성찰과 정신적 고양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더 자주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당신이 예술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면 언제이며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현재까지 당신이 예술활동
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성복 내가 하고있는 예술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나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됐으며, 지금은 확신보다 내가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대상이 전보다 명확해졌다. 이와 같이 나에게 예술에 
대한 질문은 나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가치
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렵다.

이소영  현대는 인간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 여기는 예술
과 그 상호 작용마저 시장가치로 환산해버리고 메타 지배라는 구
조 하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체제 안
에서 그토록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심지어 저항적일 수 있다는 믿
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을 알아챘을 때의 먹먹함이란... 하지만 
믿습니다. 삶은 미(美)적인 것과 떼어서 존재할 수 없고, 미적 조화
는 삶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삶의 창조성은 하나
의 요소가 언제나 다른 요소들과 조화롭게 얽혀있음에 있고, 상호
작용하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그 대표적 사례
가 좋은 전시문화의 형성이라고 말입니다.

조병철  몇 년 전 작업실에 불이 나서 많은 것을 잃었던 적이 있어
다. 그때는 삶에 치치고 예술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외부에
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내 자신에 대해 지금 상황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수 
있는 힘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내 꿈 때문이었다.  다시 힘

을 내서 작품을 만들었고 조각페스타에서 상도 받았다. 그리고 국 
내외 전시에 초대되어 전시도 하고 국제 비엔날레에서도 일등수
상을 하고 상금도 받고 작품도 판매하는 경사도 있었다. 쥐구멍에
도 볕뜰날이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지금도 예술활동을 위하여 
삶에 절반 이상은 건축일을 한다. 많은 작업은 못하지만 네 아이의 
아빠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바쁘게 다
박면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예술활동의 목표는 소중한 내 이야기
를 하기 위함이다.

윤영혜 사실상 그런 때는 매 순간이라고 느끼지만 입밖으로 꺼내
면 그렇게 될까 두려워 늘 꾹꾹 눌러담는다. 그 순간은 답습하는 회
화를 하게 될까봐, 아무런 감흥도 질문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회화
를 하게 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예술에 대해 궁금해하는 ‘어떤’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
문이 아닐까. 

김노암 1993년 6월 작가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1998년 기획자로 
활동을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별히 예술
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다. 다만 가능하면 60대 이
후 예술활동과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새로운 생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술이 언제나 혁신
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을까 의문이 깊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전병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거나 건강상으로 힘들 때이며 3년 
전 오십견이 심하게 와 경제적인 활동이나 작업을 하지 못했던 시
기이다. 일단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일에 비해 잘 하는 일이고 내 
작품을 보고 관객들이 호응해 줄 때 보람을 느껴 계속하는 원동력
이 된다.

이광영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
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그 불확실성을 능가하는 작가적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적 탐
구는 작가 내면의 성장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시킬 뿐 아니라, 
세계를 내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삶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영역
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5.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가 당신이 참여했던 다른 국제전
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 
달라.

조병철 전시에 초대되어 작품을 설치하면서 전시장소마다의 특색
이 있고 환경도 다르다. 잘 정돈되고 간결한 공간에서 내 작품이 구
색을 맞추는 용도의 느낌을 갖는 전시도 있고, 세월을 간직하고 보
존된 공간에 내 작품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주인공 역활을 
하는 전시도 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전시
라 느껴진다. 역사와 흔적이 있는 공간, 그리고 그 흔적을 그대로 살
려 작가들의 역량에 의해 변화되고 새로운 메세지를 전달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진다. 전시장이 웅장하고 너무 잘 정돈된 시스템에선 
작가의 작품이 웬만해서 그 분위기를 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무대에 오른 배우가 무대세트에 눌려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

이다. 현재의 홍천 탄약창에서 한 공간을 차지해 전시하고 있는 내 
작품은 관객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흥미롭고 궁금하다.

김한규 이번 강원국제트리엔날레를 본 첫느낌은... 국회의원 이
준석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전시 강원국제트리엔날레야 말
로 비빔밥 같다는 생각이 첫번째로 들었습니다. 프리스타일인듯 
하면서 디테일이 살아있고, 관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프리한듯하
지만 계획적인 동선유도, 작품의 배치부분에서  배경(동네 풍경)까
지 고려한 섬세한 기획!!!등등... 전시 전체를 보면서 포스에 감동받
고, 자세하게 작품 하나하나에 관람하기 시작하면서 잔잔한 '따스
한 재생'이라는 여운의 길이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변경수 전시의 의미에 관하여. ‘따스한 재생’ 이라는 말은 나에게 ‘사
랑’을 통한 ‘거듭남’을 의미한다. 타락하거나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가는 재생과 또한,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되고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듭남은 따스함이 필요하
다. 이는 온도의 알맞음이라는 뜻을 초월하는 본능적 사랑의 느낌을 
함축한다. ‘'따스한 재생’은 실존을 통한 본질로의 역설적 회귀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 사랑을 통한 거듭남의 의미를 따스하게 전달한다. 

정태규 주로 유럽 전시를 하는 나에게 유럽의 전시와 크게 달랐
던 점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스탭으로 일해 주시면서 주민들의 정
서를 느끼고 그들에게 현대 미술의 한 예를 전해주며 서로 이해하
고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김노암  국제전시를 기획자로 기획한 바는 있지만 참여작가로 초
대된 것은 처음이다. 트리엔날레도 우리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방식이다. 또한 현대예술에서 강원도는 그리 주목받는 지역은 아
니었다. 펜데믹 시기에 열리는 국제전시로서 많은 리스크도 따를 
것이다. 눈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원국제트
리엔날레의 현재와 미래에 현대예술과 문화실천으로서 더 많은 
가능성의 영역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6.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3년을 주기로 한국 강원도의 각 
지역을 옮겨 다니는 노마딕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진행 방식
에 대해 당신의 특별한 견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김진우  작가로 하여금 장소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을 해 볼 수 있
게끔 해서 재미있는 것 같다. 지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공부도 해
야 함으로 작가에게는 사고의 확장이라는 의미로 볼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지역과 장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과 서로 조화롭
게 설치 될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강원도는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큰 산들이 있고, DMZ와 바다를 껴고 있어서 기획
자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선정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문소현  매 번 똑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비엔날레의 특성과는 다
르게 강원도의 각 지역을 옮겨 다니는 노마딕 프로젝트는 지역의 
미쳐 알지 못했던 장소를 경험하게 하며, 장소 특정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 회마다 다르게 등장하게 될 것같아서 매우 흥미로울 것같
다. 트리엔날레의 개최 횟수가 쌓일수록 강원도의 전체적인 큰 이
야기가 생성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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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한 마디로 ‘신의 한수’ 라고 생각한다.  강원도에 30 여년 살
면서 구석 구석 여행을 많이했다.   영서의 산, 영동 바다의 아름다
움,  3.8 선과 휴전선의 아픔을 보았다.  교육도시, 군인도시, 산업도
시 그리고 농촌 등 각각의 특징과 개성을 갖고 있었다.   인구도 넘
치지 않고 한곳에 몰려있지 않아 쾌적하다.   이러한 강원도의 자산
을 아우룰 수 있는 노마딕 프로젝트는 깊은 사유 끝에 도달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아카이브 전시로 역대 강원국제트리엔날레를 돌
이켜보고 역사적으로 남기는 것도 바로 강원도의 힘이 될 것이다.

조영하  노마드 전시는 한 지역내 문화적인 균형을 맞추는 좋은 
방법이다. 요즘은 지역간의 협력 전시 형태도 다수  진행하는데 관
람의 거리상 불편함도 해소하고 있다.

차기율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강원도 각 지역을 순회하는 노마딕 
방식을 택한다면 특정지역의 역사, 지리학적 특수성과 자연환경, 문
화인류학적 개별성이 존중되는 전시주제와 방법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많은 대형 전시 프로젝트와 행
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특수성이 사라지고 오
직 글로벌리즘의 구호만 난무하는 접근방식에 대해 이제는 그 의미
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되돌아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의 특
성이 살아있는 그릇에 세계사적 담론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일까?

한홍수 노마딕 프로젝트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강원도는 지역 특
정상 한반도 중동부에 위치하며 휴전선과 산악 지대가 많고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존(현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인 자연 환경)
이 잘되어 있고 지역의 탄광촌이 있었던 역사를 기반으로 예술문
화를 융성하여 한국에 스위스를 만들어 예술과 관광의 지역으로 
만들어 쓰면 한다.  지속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행정인력이 전
담팀이 구성되어서 축적된 노하우를 만들고 트리엔날레를 통해 
지역과 지역간에 상생이 되였으면 한다.

홍나겸  노마딕 을 표방한 건 이번 전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시장소를 이동하면서 관람객이 전시동선을 스스로 구성하
고 짜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발길 닿는 대로’ 라는 관객이 주도
적으로 참여하는 전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동 동선에 홍천군
과 강원도의 가을을 갤러리로 병치시켰습니다. 도착과 떠남, 만남
과 헤어짐이라는 관람객의 ‘유랑’과 ‘방랑’은 결국 자연과 갤러리, 마
을 사람들과 작가들, 작품과 소비상품, 일상과 여행 그리고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가 무너진
다는 것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이므로. AI 시대의 도래로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되고 매뉴얼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경계가 무너진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방랑과 유랑을 하는 오작동과 오류 속에 
인류가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 할 우리의 오류의 현주소가 무
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AI가 아닌 방랑과 유
랑을 할 수 있는 , 오작동과 오류의 연속체인 Human이므로.

김노암  사실 국제행사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
내에서는 강원도 지역을 매번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새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눈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행사란 사실 주최자의 시각 보다는 초대되는 작가
나 관객들 특히 타자의 시각에 어떤 인상과 의미로 이해되는 지가 

중요한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로서 효과
적이라거나 전략적 판단으로서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현주 & 조광희  노마딕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도 지역의 다양한 
삶의 현장, 역사와 문화를 새로이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약 반년간의 프로젝트로는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기
간이라 생각되어 지역 내 일시적 행사로 마무리 되지는 않을까 우
려된다. 또한 강원도 내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이 바뀐다고 해서 노
마딕의 가치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예술가들 또한 화이트 큐브와 
전시라는 두 가지 작동 방식에서 벗어나 창작하는 방식에서도 '우
연과 즉흥', '이동과 마찰'과 같은 과정중심, 비결정론적인 작업들
이 필요하며 예술가들은 지역과 더 휘말리고 섞임의 상태로 일시
적 공생을 체험하는 작업을 상상해 본다.

7. 이번 트리엔날레 참여 이후 당신의 향후 특별한 작품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김순임 이후 10월 제주국제아트페스타로 산지천 야외에서의 조
차를 이용한 물 속에서의 설치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작업
실에서 했던 음식폐기물로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 음식의 형태를 
<Nature in Food>라는 시리즈의 평면 작업들을 11월 서울 바움아
트스페이스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식 현재보다 더 규모가 있는 실내외용 작품들을 제작하고 싶
다. 그전까지는 주로 실내용 작품을 제작해서 설치해왔는데 이후
부터는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

변경수 내 작업은 회개와 사랑의 형상조각을 통해 거듭남을 목적
한다.

정태규  현재 해외에 잡혀 있는 4개의 전시가 코로나로 인해 보류 
되어 있지만 최근 다시 그 나라 들로 부터 연락을 받고 있어 상황에 
따라 빠르면 내년에는 다시 할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기
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더 다양한 작업을 선보 이고 싶다.

김노암 나는 많은 기획에 관련되어 있어서 트리엔날 참여 전후 
활동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이번에 연출하는 손목시계를 주제로
한 문화적 삶과 양식으로 물건, 사물, 상품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다양한 기획으로 확대해 볼 계획이
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사라지거나 거의 망각되어 왔던 시계 문
화 시계 생활에 대해 시민들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전시를 생각 중이다.

이경호 11월까지 전남수묵비엔날레를 참여하고 지난 10여 년을 
결산하는 그동안의 생태와 기후 위기 관련 아카이브를 과천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10월 31일부터 전시를 한다. 연말 맨체스터 아시
아 트리엔날레와 러시아에서 있을 미디어 그룹 전 서울시 무용단
과의 기후 위기 관련 “토핑” 작업과 “허행초”, “엘리자베스 KISS”의 
무대미술과 미디어 파사드를 UStudio와 함께 준비 중이다. 내년 베
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산 마르코 광장과 해저에서의 기후 위기 
관련 메타버스 전시를 구상 중이다. 

국외 작가 International Artists 

1. The theme of Gangwon Triennale 2021 is 'Warm 
Revitalization'. If there is any part of your participated 
artwork that fits these themes, please explain in detail 
focusing on your artwork.

CHEN Welling My large-scale Chinese chatacters , Red and 
Black, is line with the theme 'Warm Revitalization' in the way 
of its mood, gesture, form and concept it expresses. The rela-
tionship between these two words is a kind of confrontation 
and integration, that is bo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nter-
national, traditonal and contemporary.

Deirdre O'MAHONY My artwork, The PLOT II, is deeply rele-
vant to the theme, 'Warm Revitalization'. It highlights urgent 
questions about food production and farming in the context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The shape of the planting 
is derived from asking the I-Ching a question about the future 
of sustainable agriculture. It is both sign and signpost to forms 
of cultivation that can nurture both the soil and provide food. 

Maria MELESHKINA My artwork essentially brings old things 
to life that no one seems to need. I hope it will help many peo-
ple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 world. First of all,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RICHARD STREITMATTER-Tran The work, Helmet Stupa, for 
the Gangwon Triennale 2021 looks to combine different ideas 
of shelter and protection into one object. Naturally, a helmet is 
protective head ware, the stupa is a name for the dome found 
on many Hindu-Buddhist pagodas throughout Southeast Asia. 
One a material protection while the other is a spiritual one. I 
believe we must be start to think holistically to engage some 
of the world’s most pressing problems, particularly climate 
change. Vitality is an older concept that looked at the emer-
gence of “life” from material. We’ve been able to some degree 
been able to manufacture and control life through our accu-
mulated knowledge, but in the same respect, like laws on the 
conservation of energy, we’ve displaced as much life through 
our technological advances. It’s my hope that humanity can 
find a way, looking to our past as much to our future to coexist 
and remain on this planet.

Sara MIKOLAI Our piece seeks to guide an encounter be-
tween beings, which have been categorized based on their 
differences. This has been historically developed for exploiting 
other beings and isolated one from the other, mostly for urban 
societies. The work gives attention to encountering and recon-
necting by listening and being with another. Holding a space 
to be moved by one another. Encountering through sensing. 
Quieting down to hear, feel, be with.

Anka LESNIAK In my video performance, I am focusing on 
a very simple and necessary activity of everyday life like the 
meal. In the time of consumerism, we do not think much about 
the symbols and rituals related to food. We just consume. I 
refer to the meaning of the apple in culture and associations 
that this fruit evokes. I eat an apple in many ways and through 
this action I want to draw the viewer's attention to the sense 
of taste considered for centuries in Western culture as inferior 
in comparison to the sense of sight and hearing.

Max MBAKOP I took the theme as an awareness. An aware-
ness of what the entire planet has experienced. The realization 
that human beings regain self-confidence and come to fruition 

more and more. For my part, I think that all this has enabled 
us to get closer to the “real”, to reconnect with ourselves and 
with nature. My work tries to talk about this new energy that 
has been awakened, that revives us.

Eva TIND Revitalisation is a way to bring new energy into 
something stagnated, which already exists as a possibility or a 
potential. Warm is to put your heart into it. In my video, I try to 
capture the essence of this by letting the meal symbolise nour-
ishment and care between a mother and a daughter for whom 
a tender relationship is too late to establish, since the time of 
separation is i void between them, and they do not even have 
any languages in common. Sharing a meal becomes the place 
for warm revitalisation.

2. Today, when non-face-to-face has become common 
due to COVID-19, the reality is that exhibition activities 
are greatly reduced. What kind of artistic activities have 
you been engaged in under these circumstances?

CHEN Welling Due to the COVID-19, online display has become 
a normal situation. we, in positive attitude, show our love for 
the world through the Internet. Because of the epidemic, my 
mum and I have been imprisoned in the hometown for more 
than 4 months, I created works in a very free form though it was 
extremely unfree at that time, that is carrying anything that I can 
carry on my barehead, then taking a picture of the moment with 
my phone. These photography were showed in the exhibition 
and attracted widespread praise. Without showing hall, I try 
to assume that my head be my hall and my gallery to show my 
relationship and concern with this uncertaion epidemic era.

Isuru KUMARASINGHE Art always deals with spaces and 
audiences. Whether venues, galleries, site specific spaces or 
the internet - each space interacts with the audience in differ-
ent ways. Though we are aware of the limitations and dangers 
of the internet, it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stay connected 
and offer a common space for many people in this time. We 
still have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interaction in this for-
mat and understand the potential of the internet as a space.

Jennifer STEINKAMP Untact is very difficult situation for 
artists who make tangible objects or immersive environments, 
the sense of scale and touch are lost and remain a fading re-
ality left only to the imagination. Narrative film can fair better 
and can adapt to this loss of place better than art objects.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lose contact, or even our imagina-
tions might forget what that is like, even for narrative film.

Maria MELESHKINA It is possible to find positive aspects in 
any situation. Many artists have started to publish their work 
online so more people can enjoy it. The coronavirus pandemic 
opened up new spaces for creativity for me. This situation is 
definitely a way out of the comfort zone and a shake-up that 
many people needed.

QUYNH Dong Physical exhibitions are like plants in time of pan-
demi for me. To watch them grow to experience the present of 
life. As for me, I need the experience of space and artworks. That 
experience is connected to some medium itself. For example a 
sculpture or installation or painting you can never experience on 
the screen. The pandemi added more layers to my art practice 
and open up an exchange with other art workers based on a level 
of interest and not geographically availability or presence.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546 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 547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making”, questioning our practice and the entire mechanism of 
artistic production. We are young but not that young anymore 
and with every year we see how uncertain the art world can 
be, where most of the cultural workers are struggling to make 
a living through their professions. All in all, even if we struggle 
to survive, the chaos that the world continues to sink in makes 
art feel like a breath of fresh air. 

5. If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Gangwon Triennale 
2021 from other international exhibitions you have par-
ticipated in, please give your honest opinion.

CHEN Welling I mostly make solo art projects. In the Gangwon 
Triennale 2021 I had collaborated with a Korean artist, Soyoung 
Lee and it wa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for me. Exchanging 
ideas while collaborating on the art piece together was a very 
different and fruitful experience. Also made many projects 
in Korea. But working together from a distance, commuting 
online added a new layer to this unique experience.  

Rumen Mihov DIMITROV The biggest difference with other 
events i was a part since now , is that first time in my life, 
somebody else will create my project for the exhibition for the 
triennial. And at the same time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situation and that we must be more patients.

Max MBAKOP So far, I have found the Gangwon Triennale 
2021 interesting for the organization. I would have thought 
that this triennial was going to be an opportunity for foreign 
artists to rub shoulders with other artists in order to have a 
real exchange around the different artistic approaches and 
visions. I understand that covid 19 is a brake but I think that 
arrangements could have been made. This would have added 
something to this biennial.

6. Gangwon Triennale 2021 is a nomadic project that 
moves to each region in Gangwon-do, Korea every three 
years. What is your particular opinion on this process?

Max MBAKOP This not only opens the Triennale to more than 
one but also allows it to have more impact on the population. It 
also allows artists to see Korea a bit more broadly.

7 What is your future special project plan after partici-
pating in this Triennale?"

Max Mbakop At the moment, I am working on a project which 
is based on looking "out". The exterior for me who travels 
towards the other, the acceptance of the other. If I had the op-
portunity to become in Korea during this triennial, it was going 
to be an opportunity to lay the groundwork for this project. The 
world today is one. We realize that we are all the same with a 
few differences ready; Culture. Discovering others is my prior-
ity at the moment.

Anka LESNIAK The exhibitions and possibilities of meetings 
of artists from distant countries have been unfortunately very 
much reduced and limited. However, it was possible for me 
to continue the projects with other artists, which I had begun 
before the pandemic. We managed to reformulate them. The 
projects become more processual and based on 'extended' 
artistic dialogue through working together online, despite the 
distance and isolation. But in my opinion such a way of work-
ing may be applied only for sometime. It can't replace the so-
cial sphere and face to face meetings that are very important 
for developing the collaboration and exchanging ideas.

Max MBAKOP It is true that the Covid 19 has stopped every-
thing and is creating a strong psychosis inside many people. 
But here in Cameroon, we have been able to surpass a num-
ber of things. As a result, we already know more or less how 
to resolve the Covid 19 problem as quickly as possible. The ex-
hibition halls are open. Me in particular, I continue to work on 
the chosen ones and try to exhibit it as much as I can despite 
the difficulties.

Silvia AMANCEI & Bogdan ARMANU We believe that the 
COVID-19 crisis has burst the bubble that was starting to 
grow after the 2008/2009 economic crash. Looking from this 
perspective, the pandemic has shed light on the continuous 
erasure of health and social care, making it more obvious how 
fragile is the entire economic chain, and within this situation, 
the case of the art world was just a small example of how eas-
ily people can lose their jobs without having a backup plan.

3. We have entered the post-pandemic era. What role 
do you think art should play for people in these times? 
Please describe what you felt in your specific experi-
ence."

Isuru KUMARASINGHE  I don't think we are in the post-paned-
mic era - we are still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In this pan-
demic the question arises of how we live in this modern day 
society and each person is faced with this question in very 
personal ways. I think art as a practice gives the possibilities 
of reflecting on who we are and how to move on.

Jennifer STEINKAMP In my years of making art, I have come 
up with many “art is” statements for myself; I value artistic 
intention, this is something artists need to protect and defend. 
Artists like Van Gogh are being exploited and re-presented in 
warehouse spaces as giant animations. NFTs take away the 
object and artistic intention of a work of art, especially when 
the concept of the art has nothing to do with its block chain 
context. Art is a practice of decision making. These decisions 
however micro build towards an artistic intention. Artists de-
velop intuition, fast thinking or an ability to know through mak-
ing art, because they make millions of decisions. This ability to 
understand knowing is important for humanity. Artists can help 
humanity understand knowing and the creative process.

QUYNH Dong Art is necessary and especially in times of change, 
to reflect on history. There are many open questions. How limita-
tion affects our behavior. The question of presence and absence. 
How we can get closer to each other, to talk in a common lan-
guage to share experience. Is a transparency of actions needed?

Rumen Mihov DIMITROV My opinion is that in the post pan-
demic situation we are more sensitive and after closing the 
world, we need more freedom, even the dengurust situation. 
The freedom of art must save the world.

Sara MIKOLAI Where I am we are still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I think it is rather the artistic practices, behind and 
which make the works, that are useful for people: they deal 
with ways of reflecting on ourselves and what surrounds us 
not only in theory but in practice. They allow us to grow, ques-
tion, feel, connect. I find this more important than the final out-
comes. And that can also be found in everyday life practices 
that require our full attention.

Max MBAKOP Art should have an avant-garde posture in-
sofar as it could prevent, raise awareness, about the future. 
Artists are able to time travel in order to do this. Things have 
happened ... it's time to set the record straight and let people 
know that we should be made new in order to heal the world.

Eva TIND Not letting fear move in and controle everything, 
showing that life is more important than death, and in sharing 
life there is always a risk of dying. Art can open for other ways 
of understanding death and appreciating life in a much greater 
scale, living through our hearts instead of our minds.

4. If you have ever wanted to quit art, please tell us 
when and why. And now why do you continue your ar-
tistic activity?

CHEN Welling Actually I did think of quitting art many times on 
many different occasions. But I simply can’t.

Deirdre O'MAHONY My practice is sustained by the urgencies 
of the present moment and the need to make space for other 
ways of engaging different publics and stakeholders to bring 
different skills and knowledges to collectively begin to address 
climate change. I have experienced moments when I felt like 
quitting but am compelled to continue by the thought of my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RICHARD STREITMATTER-Tran In at least one moment in our 
lives, I think I’m safe to say that we all question what we do. 
Art has never been the easiest path or the one with a pre-
dictable outcome. There have been both projects that were 
never realized or times where other events and circumstanc-
es made making art difficult. Particularly during this time, in 
Vietnam I have been confined by law to remain at home with 
my neighborhood being cordoned off by security in order to 
bring the covid19 cases under control. Luckily my home studio 
has enough books, supplies and an internet connection to 
continue to work. I know that art is the best vehicle for me to 
communicate my experience, interpretation and opinion about 
the world we currently live. Giving it up has never really been 
an option, but I believe that maybe I can make changes to how 
I work. For example, I have a strong interest in history, the 
sciences and philosophy, and I know there are many opportu-
nities to try and connect other fields to my arts practice. This 
is the beautiful thing about contemporary art, its ability to at-
tach to so many different ideas. Foremost, it is simply curiosity 
which sustains my art. 

Max MBAKOP I have wanted to do this several times because 
I live in an environment that is not at all conducive to emanci-
pation and the promotion of art. almost no platform for artistic 
expression. But the urge to speak up is stronger and keeps me 
hopeful. There is so much to do in my environment that I am 
not discouraged. I must and I am compelled to speak out.

Silvia AMANCEI & Bogdan ARMANU We are finding our-
selves in a continuous negotiation between “making” an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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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요약

발제 1
변해가는 지구 행성과 새로운 생태 이미지
이혜정 (미술학 박사)

본 글에서 현시대는 ‘인류세(Anthropocene)’로 정의된다. 인류
세로의 진입은 생태 미술(ecological art)의 역사에서 또 한 번
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인류세 시대의 생태 미술은 과거 생태 
미술이 생산해왔던 ‘자연’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에 저항하며 
새로운 생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류세 시대 생태 미
술은 과거 생태 미술의 반문명적· 자연 회귀적 태도, 자본주의
에 대한 저항, 비인간과의 조화 등 실천적 미학의 관행 안에 포
섭되면서도 자연의 개념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보다 구체적인 형
상을 띤다. ‘지구’라는 지질학적, 물질적 개념이 ‘자연’이라는 추
상적 개념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후 위기 혹은 인류세
로 설명되는 오늘날의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자연은 물질로 구
성된 행성 ‘지구(Earth)’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술가들
은 이제 근대의 열망으로 빚어진 고정된 자연의 환상을 깨뜨
리고, 인간을 자연과 분리 불가능한 존재이자 지구에 묶인 자
(earth-bound)로 정의하고 가능한 한 냉철한 자세로 변해가는 
지구 풍경에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 출신의 사진작가 에드워드 버틴스키(Edward Burtynsky, 
1955∼)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남긴 기술의 흔적 즉, 인류세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버틴스키가 촬영한 광산, 석유가 유
출된 바다, 도시로 개발된 사막, 산업 단지 등은 그가 21세기 유
적이라고 표현한 대로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강
력한 물질적 이미지로 표현해내면서 지구 풍경의 ‘거대한 변환’
에 주목하게 한다. 켜켜이 쌓인 폐타이어와 금속들은 산과 협곡
이 되고 들판이 되어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인위적 풍경화는 기술과 쓰레기, 유해물질과 생물 등 온
갖 혼성물로 가득한 물질로서의 지구를 바라보게 한다. 지구 환
경 오염의 문제는 60년대 환경 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 이래로 심
각한 사회 문제로 줄곧 얘기됐지만, 지금의 인류세가 그때와 차
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지구 지표면에서부터 대기권을 넘어 우
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통신 기
술의 발달과 편재(遍在)성으로 인해 물질로서의 지구의 공간적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미디어 아티스트 트레버 파글렌(Trevor 
Paglen, 1974∼)의 작품들은 소위 이러한 지질학적 인식의 전환
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받는다. 지구 궤도 위의 인공 파편, 표류
물 등 우주 쓰레기를 찍은 트레버 파클렌의 일련의 사진 작업은 
이제는 수명이 다한 로켓 몸체,비활성 우주선, 충돌 및 폭발로 인
한 위성 파편을 보여준다. 이 파편들로 형성된 궤도는 기술권의 
경계를 표시하는 새로운 지층이 된다.

인류세는 자연에 대한 예술가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으며 오래된 
미래로서의 지구 환경의 물질성을 다각도로 탐구하게 한다. 인
류세 시대의 미술가들은 불안정하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물질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연에 남긴 흔적들을 
탐험하며 이 새로운 혼합 지형의 윤곽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하
고 있다.

발제 2
시대의 카타스트로프에서 예술의 
카타르시스는 가능할까?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 협회 주간)

지금, 서기 2021년의 역사를 “제2중화인민공화국에 사는 미래 
역사가가 암흑기(1988~2093년)와 그에 이어지는 대붕괴와 대
이동(2073~2093년) 기간의 일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쓴다면 어
떨까? 과학사 교수와 과학기술사가인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에
릭 콘웨이의 《다가올 역사, 서양 문명의 몰락》은 공상과학역사
서이다.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에스에프는 사이파이의 변
이이다. 거기에 클라이파이가 등장했다. 그래서 나는 ‘클라이 아
트’, ‘기후미술’을 명명했다. 미술은 인공적이다. 그런데 가끔 자
연을 얘기한다. 미학은 그들의 화해 혹은 중재처럼 행세했다. 이
제 훨씬 현실적인 세계로서 기후가 등장했다. 풍경으로서 자연
조차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등장했다. 자연, 대지 그리고 생태
라는 이름과 미술이 짝을 맞출 때 점점 긴장의 강도는 강해졌지
만 ‘주제적인(thematic)’인 사유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사회 혁명보다 지구와 그 피조물/창조물에 더 관심이 있다고 주
장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적 교외 지역에서 행동하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 오늘날 인간 주체의 명백한 증거에 의해 촉발된 
환경은 중심 전경이다. 그것은 정당하게 급진적인 가장자리가 
되었지만 사회 정의가 그 핵심에 남아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사실상 우리 중 누구도 자동차, 비행기, 건물 및 가전 제품에서 
생성되는 탄소 배출량을 과도하게 생산하는 것에 대해 결백하
지 않다. 한 가지 미학적 전략은 ‘우리가 자신을 보게 해서’ 개인
적인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습관에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미학에
서 기후라는 이슈를 다룰 때 우리는 윤리적인 차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그것은 학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신화적이
고 신학적인 세계관에서 과학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통해 인간
은 인간 중심의 정치 능력을 세계로 확장한다. 이에 대한 견제는 
윤리 감각의 회복뿐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은 윤리-미
학적이다. 진선미에 근거해서 선한 것이 아름답다거나 참된 것
이 아름답다는 차원이 아니다. 공동체의 감각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글은 현대미술, 시각 문화, 기후 변화의 교
차점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다. 다양한 학문적, 지리적 관
점에서 이끌어낸 다양한 선도적이거나 새로운 목소리를 수집하
고 새로운 최첨단 생태 비판적 연구를 사유해보려 했다. 이를 통
해 우리는 점점 더 시급해지는 다학문적 연구 형성에 기여하고 
대지미술, 환경미술 그리고 생태미술에 이르는 예술을 넘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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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긴박하고 현실적인 ‘기후미술(climate art)’, 인문학 및 사회과학
의 지속적인 발전에 비판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입하기를 희망했
다. 최근 몇 년 동안 오늘날 세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
하고 포괄적인 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에 미술사학과 시각문화
의 미술 및 전시 관행, 활동가 동원, 학술 출판물이 새로운 관련성
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경우 이 선구적인 작업은 지구 온
난화로 인한 극지방의 녹아내리는 빙하, 지역 가뭄, 산불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 삼림 벌채, 바다, 대기 및 토양 오염 등을 다룬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서 다양한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물 다양성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광범위하다. 이러한 사태로 발생하는 강제 이주 및 실향에
서부터 적응을 위한 자원이 가장 적은 최전선 커뮤니티에 대한 불
균형적인 영향 등도 취급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의 상황을 상
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석유 자본주의와 착취주의
의 파괴적인 영향을 넘어서는 물질적 관행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결과적으로 모든 역경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은 환경 변화
에 대한 중요한 렌즈를 제공하고 때로는 그 주요 역할을 보여준
다. 현대미술은 기후 변화를 널리 정의한 지구 과학, 공학, 디자인 
및 경제학에 대한 상호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개입의 중요한 장소
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주제로 하는 인문학이나 문학의 생
태비평 분야와 달리 현대미술과 기후변화의 교차점에서 생태 비
판적 사유를 모아서 생산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
는 주제적인 사유는 아직 희미한 형편이다. 현실에 대한 미래의 
사유와 실천의 형성이 다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글은 그 공백
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물음을 묻는다. 따라서 최근에 전개되
고 현재 존재하는 기후 변화의 대표 정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관심 있는 생태 문제
에 대한 논의에 미술과 시각문화를 포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기술 과학적, 묵시적, 실증주의적이며 또한 스펙타클한 미디어와 
대중문화적 이미지 시스템을 넘어 기후 붕괴가 자주 경험되고 시
각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감각 능력을 배양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현대미술의 기여는 또한 
가시성의 정치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며, 더 넓게는 감각의 불공
정하고 불균등한 분배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미학의 정치에 대
한 투자를 반영한다. 기업이 환경 파괴적인 관행의 증거를 숨기려
고 하거나 국가가 착취 또는 국경 폭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
기 위해 활동가 미디어를 폐쇄하거나 감시하는 경우, ‘볼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진보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정치적 이득과 중
요한 정책 변화를 지지할 수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와 감시 자본
주의 그리고 전략적 불투명성 속에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해적 행위 및 신체, 토지 및 정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공개
를 요구하는 것이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기후 정의는 스펙타클
하고 상품화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존재와 생성의 형태를 요
구할 수 있다.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려면 상황, 장소 기반, 
상황 종속적 고려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고 전략
적 변이에 열려 있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생성해야 한다.

“에코-아트와 일상재생 -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의 주어진 주제
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주변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다.

발제 4
유휴 공간의 예술적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경기상상 캠퍼스를 중심으로
김종길 (DMZ아트프로젝트 전시감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66번지에 경기상상캠퍼스가 있
다. 2003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서울 관악캠퍼스
로 이전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교정과 건물들을 경
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생활문
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새로운 공간으로 2016년 6월 문을 열었
다. 13년 동안 방치되었던 폐공간이 경기상상캠퍼스로 재탄생
한 것이다. 2015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 6월 경기생활문화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청년1981, 공작1967을 오픈했고, 
2018년 공간1986, 2019년 교육1964, 2020년 디자인1978을 연이
어 오픈했다. 생활1980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공간이
고, 생생1990은 경기생활문화센터로서 생활문화를 매개로 활
동하는 동호회, 공동체,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청년1981
은 창업과 창직을 실험하는 공유지대이며, 공작1967은 누구에
게나 열린 메이커스 공간이다. 공간1986은 융복한 문화공유 플
랫폼으로 공연과 미디어 중심의 실험 공간이며, 교육1964는 모
든 세대를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모두에게 열린 문화공간이자 배움의 터로 시
민들이 문화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지트이다. 경기
상상캠퍼스는, 1)모두의 숲 : 도심속 문화 휴식공간, 2)삶의 학교 
: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3)미래의 캠퍼스 : 상상을 현실
로 만드는 창작공간, 4)생활문화플랫폼 : 함께 누리는 문화공유
지대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경기상상캠퍼스는 어떻게 새작하게 
되었을까? 본인은 경기상상캠퍼스를 총괄 기획했는데, 이번 발
표는 그 첫 상상과 기획, 실천의 시작된 2014년과 15년으로 거슬
러 올라가 그 꿈의 현실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경기 남쪽의 교통 요충지인 수원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
치한 경기상상캠퍼스는 청년창직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위한 최적의 문화공간이 요충지다. 수원시를 비롯해 지역 
인근 10여개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학과에 1천여명의 대학생이 
있으며, 이들의 창직실험과 다양한 문화예술 실험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경기도의 새로운 청년문화를 주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이하는 청년세대들이 문화적 창직 
실험을 통해 마을, 공동체, 지속가능성, 자율, 자립, 공생 등의 가
치를 찾게 될 것이며,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를 통한 ‘전환마
을’의 실험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삶의 학교’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

발제 3
에코-아트와 일상 재생
임재광 (공주대 교수)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의해 자연은 심각하
게 파괴되었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는 크나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이나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환
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에코-아트는 지구의 생물, 자원, 생
태를 보존하고 복원하고 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예술장
르다.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삶의 형태는 빠른 속도로 변화
하였다. 수도권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였고 지방도시에도 
외각 지역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생활의 거점이 신시
가지로 옮겨가면서 구도심지역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는 공동
화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재생이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재생의 키워드는 <역사>와 <문화
>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구도심지역은 자체로 시간적 공
간적 배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역사다. 역사는 인간의 기록이고 
삶의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지역에서 문화는 새롭게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에코-아트와 일상재생을 필자의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한다. 먼저 소개하는 <연미산자연미술공원>은 ‘자연미술’로 특
성화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생태미술공원이다. 한국자연미술가
협회-야투가 주관하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와 <야투자연
미술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다. 현재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설치되어있다. 설치 작품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 수명의 한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체된다. 다
음은, 부여 규암 자온길 프로젝트로 작은 면소재지 시골마을에 
<자온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자온길 프로젝트>는 이
곳에 독립서점 <책방 세:간>을 운영하는 박경아 대표의 의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민간주도 지역재생사업이다. 

그리고, <카페 서천상회/갤러리쉬갈>은 필자가 공주 구도심에 
공간재생을 통해 조성한 사업이다. 필자는 충남 공주의 구도심
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2층의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의 
외형을 비롯하여 내부의 골격을 그대로 살리고 가장 최소의 작
업으로 완성하였다. 카페와 갤러리의 네이밍은 기존에 그 장소
에 있던 가게의 상호를 그대로 재활용하였다. 그래서 <슈퍼 서
천상회>는 <카페 서천상회>가 되었고 <다방 쉬갈다방>은 <갤
러리 쉬갈다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건물과 명칭 모두 기존
의 것을 재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사물들에 오방색 
아크릭칼라로 색을 입히는 본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최근에는 
주로 근대 생활용기로 쓰던 소반이나 벼루함, 됫박 등 목기 종류
에 부분적으로 칼라링을 한다. 쓸모를 다하여 버려지는 또는 시
대의 변화로 쓸모가 없어진 그러나 버리기엔 아쉽고 두고 보기
에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물들 미술 행위를 더하는 것이 나의 
작업이다. 기존 물건 자체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고 작가의 
행위를 더하는 소극적 개입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수원권의 지역주민을 위해 자립형 재생사업의 선순환 경제를 
실험하는 경기수원생생공화국에서는 강의와 전시 실습 등 상상
구현 사례를 보여주는 상상공학관, 주민과 전문가들이 바느질
과 도자 유리 등의 공예 체험이 가능한 공방으로서의 상상실험
실을 운영하였다.

발제 5
에코-아트(ECO-ART)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
-강원도를 중심으로  
홍경한 (미술평론가)

광주광역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강원도(약150만)는 천혜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 동쪽으로는 끝없이 넓고 맑은 동해가 있
으며, 동쪽 북단에는 수십 년간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
대(DMZ)가 있다. 또한 태백산맥을 경계로 한 내륙에는 수백 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아름드리나무들이 군락을 형성한 채 
서식하고 있다. 도내 18개 각 시군은 이와 같이 병풍처럼 놓인 
청정 환경에 자리 잡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주변 환경을 적절히 활
용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가리왕산이다. 환경파괴적인 대
규모 폐수 유출 우려에도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하려는 기
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은 지금도 유효하며, 바다 사막화(갯녹
음) 현상에 따른 수산업의 위축과 환경 위기의식의 고조는 역설
적이게도 강원도에 드리운 당면 과제이자 어두운 그림자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으로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
민의 원천이기도 하다.

지역재생은 위와 같은 문제를 관통한다. 가파른 산업화에 따른 
구조의 변화와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새로운 기능 도입 및 창출, 지역자원 활
용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중 ‘에코-아트(ECO-ART)’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이란 ‘나’와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
경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예술적 실천
과 진배없다. 인류세(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환경이 
급변한 지질시대)에 직면한 동시대 주요 의제이다. 여기엔 지역
재생에 있어 예술은 쓸모 있다는 전제가 있다. 예술은 환경에 대
한 의미를 재인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자, 지역 활성화에
도 유의미하다는 개념이 녹아 있다.

다만 ‘에코-아트를 통한 지역재생’에 있어 가장 지혜로운 방식
은 예술이 자연을 하나의 표현대상/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연 자체가 미술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것이다. 강원도 특유의 고
유자원을 통한 예술의 접목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연
속성이 없으며 예술은 고사하고 지역재생을 무분별한 개발 사
업으로 인식하거나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재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니 갈수록 강원도의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무너진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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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에 비례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어떤 
면에선 악순환의 반복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에 있어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재생과 맞닿는 요소인 ‘창조적 계급’이다. 본 발제 서두에 나열
했지만, 창조적 계급의 중심엔 예술가들이 있다. 지역 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지역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성될 확률이 높다. 문제는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창조적 계급의 유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매개는 미술관이다.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 도립미술관조차 하나 없다. 전국에서 거
의 유일하다. 그만큼 창조적 계급 유입이 어렵고 문화예술 인프
라 또한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의미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건 지역재생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내며 솔루션을 제공할 주민
과 예술인, 관 간 커뮤니티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가리킨다. ‘에
코-아트’는 고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이 
난망한 이유이다.

Summary of presentation

Presentation 1
Changing Planet Earth and New Ecological Images 
Hye-Jung Lee, PhD in Art Studies

The present era, in this paper, is defined as the Anthropocene. 
The entry into the Anthropocene is yet another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ecological art. The ecological art in the An-
thropocene is creating new eco-images while resisting the 
antiquated images of ‘nature,’ which were generated by eco-
logical art in the past. 

Although ecological art in the age of Anthropocene is included 
in the aesthetical practices, such as the attitude of anti-civi-
lization, attempt to return to nature, resistance to capitalism, 
and harmony with non-humans often seen in the ecological art 
in the past, it is more concrete in its approach to the concept 
of nature; the geological, physical concept of the earth starts 
to replace an abstract concept of nature. To the contemporary 
artists in present days defined by climate crisis or Anthropo-
cene, nature is the planet earth made of materials, nothing 
more, nothing less. Artists have begun to break the illusions 
of nature shaped by the aspirations of the modern days, de-
fine humans as earth-bound beings inseparable from nature, 
and approach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earth with as 
hard-headed an approach as possible. 

Edward Burtynsky, a Canadian photographer (1955∼), records 
the traces of technology left on earth by human activities, that 
is, the landscapes of Anthropocene in his photographs. The 
mine, oil spills in the ocean, a desert-turned city, and an indus-
trial complex in his photos, which described as the ruins of the 
21st century by Burtynsky, serve as powerful, materialistic im-
ages to express the abstract concept of geological time, high-
lighting the massive transformation of the landscapes of the 
earth. Layers of waste tires and metals turn into mountains, 
valleys, and open fields, creating a new landscape. The gi-
gantic, artificial landscape painting created by humans makes 
us view the earth as a material full of technology and litter, 
hazardous materials and organisms, and all sorts of mixtures.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the earth has been dis-
cussed as a serious social issue since the 1960s, when the 
environmental movement became widespread throughout the 
world. Yet, Anthropocene stands out in several aspects, one 
of which is the environmental impact goes well beyond the 
surface of the earth, through the atmosphere, to the universe. 
With the advances in and the ubiquity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the spatial boundaries of the 
earth as a material have dramatically expanded. The works of 
Trevor Paglen (1974∼ ) are considered to signal the shift in so-
called geological perception. His series of photos capturing 
space junk in the earth’s orbit, such as space debris and drift, 
show the body of a rocket after its useful life, an unactivated 
spaceship, and debris of satellite generated by collision and 
explosion. The orbit shaped by this debris forms a new stra-
tum, which defines the boundary of the technological sphere. 

Anthropocene allows artists to view nature from a different per-
spective and explore the materiality of the global environment 
as an ancient future. The artists of Anthropocene explore the 
traces left by humans on nature from a materialistic viewpoint, 
on the earth system that is unstable and can change any time, 
and are taking part in sketching this new, hybrid landscape.

Presentation 2
Is It Possible to Find Catharsis of Arts in the 
Catastrophe of the Time?
Byoungsoo KIM, editor-in-chief, Korean Journal of Art Criticism 

Suppose a historian of the Second People’s Republics of China 
reviews the Penumbral Age (1988-2093) of the Great Collapse and 
Mass Migration (2071-2093) that follows. What would he or she 
recount about 2021 A.D.I? The Collapse of Western Civilization: 
a View from the Future is a science-based historical fiction by 
Naomi Oreskes, a science history professor, and Erik M. Conway, 
a science historian. Sci-Fi stands for science fiction, and cli-fi, or 
climate fiction, is its variation. That is how I came up with the term 
cli-art or climate art. Art is artificial. However, it talks about nature 
at times. Aesthetics behaved as if it is a reconciliation or interme-
diary between the two. Then climate came to the scene as a far 
more realistic world when even nature as a landscape was called 
part of modern times. The level of tension rose as nature, ground, 
and ecosystem came to be match-made with art, yet it didn’t reach 
thematic thinking. At the same time, those who claimed that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the earth and the creatures than in social 
revolution were perceived to act on a political periphery of sorts. 
Today, the environment occupies the center stage, prompted by the 
undeniable evidence generated by humanity. It can be rightfully on 
the radical periphery, only when social justice remains at its center. 

None of us is innocent when it comes to the excessive carbon 
emissions from automobiles, airplanes, buildings, and home appli-
ances. One of the aesthetic strategies we can adopt is to open our 
eyes to see ourselves so that we can take a certain degree of ac-
countability for our behaviors and fight against the existing lifestyle. 
That is why, in dealing with the theme of climate in the aesthetics 
of contemporary art, we have no other option but to address the 
ethical aspect of it. At the same time, it is interdisciplinary in nature. 
Humans expand their human-centric, political capability into the 
world by shifting from a mythological, theological worldview to a 
scientific one. The only thing to keep this in check is the restoration 
of ethics. The process of performing such restoration is ethical 
and aesthetic. It does not perceive something good or truthful 
as beautiful based on the virtues of truth, goodness, and beauty. 
Rather than that, it means that the community should be sensitive 
to ethical matters.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where the paths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visual culture, and climate change 
cross, put together various leading and fresh voices from diverse 
academic and geographical perspectives, and ponder upon the 
latest eco-critical studies. Through such an approach, I attempted 
to contribute to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an ever greater need 
and make a critical and constructive intervention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more urgent and realistic climate ar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which go beyond land art, environmental art, 
and ecological art. Over the recent years, climate change, which is 
one of the most urgent and comprehensive topics facing the global 
society, is granted new relevance by artworks, exhibition practices, 
activists, and academic publications in art history and visual art. In 
most cases, these works feature global warming-induced melting 
icebergs in the poles, regional drought, fragmentation of habitats 
due to wildfire, deforestation, and air pollution, and soil degrada-
tion. More recently, the scope of interest has expanded further to 
cover zoono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nd biodiversity 
crisis, including the extinction of various species, as well as forced 
migration and displacement and the unequal impacts on the com-
munities on the frontline with the least resources for adapt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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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they have helped us envision the situation we are in, build-
ing a world of new imaginations inspired by material practices that 
transcend the destructive impacts of oil capitalism and exploitation 
and stand up against all adversities. This is how art provides an 
important lens to view and highlight environmental changes.  

Contemporary art serves as an essential space for complementary, 
alternative intervention regarding earth science, engineering, de-
sign, and economics, which have defined climate change in their 
own right. However, compared to humanities, which focus on the 
environment or ecocriticism in literature, the thematic approach 
under which eco-critical thoughts are brought together to offer a 
productive and desperately needed platform at the intersection 
of contemporary art and climate change is not firmly established 
yet. This calls for the future-oriented thinking of the present and 
practices. Therefore, this article poses a question that helps fill the 
gap. It is critical to include art and visual culture in the discussion 
of ecological issues in order to critically assess the current, repre-
sentative politics surrounding climate change and put emphasis on 
creative, experimental practices. We witness that climate change 
goes beyond descriptive scientific, implied, empirical, and spectac-
ular media and pop culture’s image system to evolve into climate 
collapse to be frequently experienced and visualized. 

The contribution of contemporary art is more than cultivating sen-
sory capacities. It captures an investment in the politics of visibility 
and, more broadly, in the politics of aesthetics because it challeng-
es the unfair and unequal distribution of senses. When businesses 
attempt to hide evidence of destructive practices, or when states 
shut down or censor activist media to take the public’s attention 
away from exploitation or border violence, demanding the right to 
see is progressive and fair and supports democratic political inter-
ests and significant policy changes. Amid commercialized media 
and surveillance capitalism, as well as strategic opacity, it is more 
critical than ever to demand more information disclosure regarding 
facial recognition software, pharmaceuticals’ bio-piracy, and body 
and land. Climate justice can place a demand for spectacular, 
non-commodifiable, and uncapturable forms of being and genera-
tion. Determining suitable strategies and tactics requires situations 
and place-based, and situation-dependent considerations, which 
will lead to creating an approach that cannot be turned into a for-
mula and yet remains open to strategic variation. 

Presentation 3
Ecological Art and Revitalization of Daily Lives
Jai-kwang RIM,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unbound desires 
of humans have led to severe degradation of nature, putting our 
planet at the greatest risk ever. This has heightened the interest in 
the environment, not just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philosophy but 
also in the arts. Ecological art is an art genre attempting to preserve 
and restore organisms, resources, and the earth's ecosystem and 
make a statement about it. 

Since the 20th century, the patterns of our lives have changed rap-
idly. In the metropolitan area, large new cities have been built on a 
massive scale, and on the outskirts of local cities, new towns have 
been created. As the center of life has shifted to a new downtown 
area, the old downtown has become almost empty. The solution 
identified to this problem is regional regeneration. 

Keywords for regional regeneration are history, culture, and en-
vironment. The old downtown has its own temporal and spatial 

background, that is, history. History is the record of humans and the 
culture of lives. Therefore, the culture of the old downtown is not 
to be created but to be found. I would like to address ecological art 
and regeneration of the daily lives, focusing on my experiences. 

Yeonmisan Nature Art Park is Korea’s only eco-friendly ecological 
art park, specializing in nature art, created by the Geumgang Na-
ture Art Biennale and the YATOO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Program hosted by the Korean Nature Artists’ Association-YATOO. 
The Park features about one hundred artworks by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Installations blend in with nature and are re-
placed when they reach their end of life.  

The next project I would like to introduce is the Jaongil Project at 
a small village of Gyuam, Buyeo. Jaongil Project is a private-driven 
regional regeneration project led by Gyeong-Ah Park, who runs in 
an independent bookstore, Chaekbang Se:Gan in the village.  

Café Seocheon Sanghoe/Gallery Shi Gal is a project I launched in 
the old downtown of Gongju through space regeneration. I pur-
chased an old two-storied building with a basement located in the 
old downtown of Gongju and renovated it with the minimum work, 
keeping the exterior and the frame of the building intact. I took the 
names of the stores, which previously had used the building, for the 
café and the gallery. That’s how Seocheon Sanghoe store became 
café Seocheon Sanghoe, and Shi Gal Coffee Shop became Gallery 
Shi Gal. Eventually, the building, as well as the names, were regen-
erated out of the existing ones.   

The last piece I would like to present is my works of painting 
discarded objects with five cardinal acrylic colors. Recently I put 
those colors on the part of wooden objects, such as a small dining 
table, an inkstone case, and a basket, which were used in the daily 
lives in the modern era. My work involves adding an artistic touch 
to objects that are too valuable to be thrown away but not beau-
tiful enough to be displayed and appreciated. The passive artistic 
intervention brings together the old and the present, creating new 
images without undermining the innate beauty of the object itself.    

These are the case studies based on my own experiences and ob-
servations concerning ecological art and revitalization of daily lives, 
focusing on Korean cases.

Presentation 4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Artistic  
Use of Idle Space–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gi Sangsang Campus
Jonggil GIM, Artistic Director, DMZ art project

Gyeonggi Sangsang Campus is located in 166 Seodun-dong, 
Gwonseon-gu, Suwo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The site 
for the Campus became available as the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ocated to Gwannak 
Campus, Seoul, in 2003 and remained idle. Then,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Culture Foundation decided to transform the Campus 
and the buildings on it into an interdisciplinary cultural space, which 
was open to the public in June 2016, bringing together a culture of 
life and youth culture. 

The idle space, left unattended for thirteen years, was born into the 
Gyeonggi Sangsang campus. This massive project started with the 
groundbreaking in 2015, followed by the opening of Gyeonggi Cul-
ture & Life Center in June 2016, and then Youth 1981 and Craft 1967 
in 2017, Space 1986 in 2018, Education 1964 in 2019, and Design 1978 
in 2020. 

Life 1980 is a Life & Culture space for all, while Lively  1990, which 
is Gyeonggi Life & Culture Center, is for communities and activists 
whose activities are centered around a culture of life. Youth 1981 is 
a shared space of start-ups and job creation experiments, and Craft 
1967 is makers' space open to anyone. Space 1986 is a platform for 
performances and media-focused experiments, which allows the 
sharing of hybrid and interdisciplinary culture, and Education 1964 
is a learning space for all generations. 

Gyeonggi Sangsang Campus is a cultural space as well as a learn-
ing ground for all, serving as a base for citizens to explore new 
territory through arts. The Campus aims to be; first, the forest for all 
to be a resting space in the busy, crowded city; second, a school of 
life where all generations can learn; third, the Campus of the future 
where imaginations turn into reality through creativity; and fourth, a 
platform for life and culture to evolve into a place where culture is 
shared with anyone. Then, how did it all start? I led the planning of 
the Gyeonggi Sangsang Campus. This presentation will look at how 
the project was conceived, planned, and implemented, traveling 
back to 2014 and 2015. 

Gyeonggi Sangsang Campus, which is a fifteen-minute walk 
from Suwon Station, the transportation hub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offers the best cultural space to run youth 
job-creation and local synergy programs. Ten or so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Suwon and its vicinity accommodate approximately ten 
thousand college students in arts and culture, and Gyeonggi Youth 
Culture Creation Center, where they can conduct a wide array of 
job-creation, as well as cultural and artistic experiments, was ex-
pected to lead the youth culture of Gyeonggi Province.   

It was envisioned that the youth generation facing a time of transi-
tion would find the values of village, community, sustainability, au-
tonomy, independence, and coexistence through cultural job-cre-
ation projects, while the Transition Village project was expected to 
set forth a vision for a school of life for the future of Gyeonggi-do 
through the social economy and shared economy. 

Furthermore, Gyeonggi Suwon Lively Republic has carried out sub-
scale regeneration projects for local citizens in the underdeveloped 
Western Suwon area with Imagination Center, which features how 
imaginations have been realized through lectures, exhibitions, and 
exercises, and Imagination Lab, a craft studio that offers handcraft 
experiences, such as sewing and ceramic and glass art, to local 
citizens and experts. 

Keywords: Gyeonggi Sangsang Campus, youth culture, job-cre-
ation, transition village, imagination experiment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Eco-Art,  
Focusing on Gangwon-do 
Kyoung Han HONG, art critic

Gangwon-do, with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1.5 million, similar 
to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surrounded by scenic beauty. The 
Province faces the endless, crystal-clear sea in the East, and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has not been inhabited by men for several 
decades in the North. Going into the inland area, which borders 
Taebaek Mountains, one encounters a colony of larges trees, at 
least several hundred years old.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ighteen cities and towns of the Province are located in a 
picturesque environment. 

Gangwon-do, however, has failed to make the most of its environ-
ment for various reasons. A case in point would be Gariwangsan 

Mountain. The tension and conflicts among residents over one 
company's plan to build an industrial waste landfill are still ongo-
ing despite the concerns over massive wastewater discharge. A 
decline in the fisheries industry due to whitening events and height-
ened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are the challenges 
facing the Province, casting a shadow over it. They are also the 
sources of concerns or issues that Gangwon-do attempts to tackle 
with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Regional generation, which penetrates the challenges identified 
above, means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vi-
talization of a region that is declining due to structural changes trig-
ger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urban sprawl, decrepit residential 
infrastructure, and depopulation with capacity-building by introduc-
ing and creating new functionalities and utilizing local resources.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Eco-Art, in particular, is 
an artistic practice to live harmoniously with nature in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me and us. This is a critical contemporary 
agenda in Anthropocene, the geological time when human activity 
star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et's climate and 
ecosystems. The premise here is that art is helpful in regional re-
generation. Thus, Eco-Art implies that art is a great tool to rediscov-
er the significance of the environment and is relevant for regional 
revitalization. 

One should note that the best way to revitalize a local area through 
Eco-Art is to allow nature to express itself in art, rather than viewing 
nature as an object to be expressed in art, that is, to bring together 
art and the unique resources of Gangwon-do. Yet, the reality is quite 
different. Continuity is nowhere to be found, and regional regener-
ation is either perceived as a reckless development project or an 
upgrade of a physical environment, let alone art. 

Such a phenomenon reveals the limitations of regional regenera-
tion, which has led to further depopul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local economy. Once damaged, the environment is hard to restore 
and, even when possible, requires a massive budget, creating a 
vicious circle in a way. 

Here comes the role of the creative class, who serves as priming 
water for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linking it to cultural 
regeneration. As I mentioned earlier in the presentation, artists are 
at the center of the creative class. If they have networks of rela-
tionships in the region,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various ideas 
regarding regional regeneration increases. However, the environ-
ment where they can leverage their capabilities has not been fully 
developed. 

Museums can facilitate the influx of the creative class, but Gang-
won-do doesn't even have its museum of art, unlike other provinces 
in Korea. This testifies that the inflow of the creative class into 
Gangwon-do is very difficult to secure, and its infrastructure for 
art and culture is poorly developed. The absence of a meaningful 
platform means that it is hard to expect a community of residents, 
artists, and the local authorities to come up with diverse opinions 
and solutions. This is the very reason why sustainable regional 
regeneration, in whatever manner, is still a distant dream, not to 
mention Eco-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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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기술과 예술의 변모
- 미술사적 관점으로

테크네로서의 예술의 역할 
- 기술미학적 관점으로

에코-테크네와 일상의 상관항
-문화비평적 관점으로

인류세 시대의 기술과 예술 
-예술사회학적 관점으로

비접촉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예술 현장
-미술비평적 관점 

미디어 속 허구의 시뮬라크르와 실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디지털 일상의 재생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생태를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작가와 작품 소개

AI와 증강현실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작가와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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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요약

발제 1
인류의 기술과 예술의 변모- 미술사적 관점으로*
김희영 (국민대학교)

 
현대의 급변하는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삶 뿐 아니라 예술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별개의 영
역이 아니다. 예술은 실제를 재현하는데서 벗어나, 테크놀로지
를 통해 실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열린 장으로서 점진적으
로 변화해왔다. 테크놀로지를 매체로 포용한 예술은 삶의 중요
한 부분이 된 과학기술 환경 안에서 변화된 삶을 반영하고, 상이
한 영역과 매체 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며 현실에 대한 
경험을 확장한다.

본 발표는 테크놀로지와 예술 간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측면
에서 이해한다. 상호작용성 논의의 근거로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수용하여 상호작용적인 
예술에 접목하여 텔레마틱 아트(telematic art)를 제안한 로이 
애스콧의 전망을 살펴본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의 
수용에 대한 예술계의 거부감이 있어왔으나, 테크놀로지와 예
술 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통한 인간 소통 방식의 변화 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테크놀로지에 예속되지 않
는 자율적인 인간의 소통과 경험의 확장을 전망한다.

주제어: 사이버네틱스, 관계, 텔레마틱 아트, 상호작용성

발제 2
테크네(techné) - 몰아세우지 않는, 순수하게 비추는
신승철 (강릉원주대학교)

 
르네상스 이래 인간은 기술 문명에 대한 강한 확신을 품어 왔다. 
기술을 이용해 척박한 자연을 개척하고, 그것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한다는 관념은 적극적인 자연 환경에의 기술적 개입을 옹
호했고, 인공적으로 변화시킨 자연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상상 
역시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기술 문
명의 여러 폐해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기술 문명이 야기한 여러 문제 
앞에서, ‘기술’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요구한다. 하이데
거는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연을 ‘닦달(Gestell)’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과거의 경작이 “키우고 돌보
는 것, 즉 농토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
을 뿌려 싹이 돋아나는 것을 그 생장력에 내맡기고 그것이 잘 자
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던 반면, 현대적인 경작은 기계적인 식
품 공업의 일부가 되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몰아세운다. 
기술이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을 닦달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도구적, 인간학적 규정
이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기술을 그저 인간이 무언가를 얻기 위

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
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은 본래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무
언가를 만들어 내거나 드러내는 활동, 다시 말해서 “없던 상태
를 있는 상태”로 바꾸어 놓는 부드러운 활동이다. 고대 그리스
인은 이것을 ‘포이에시스’라고 불렀는데, 하이데거는 이를 따라 
시적인 제작 방식, 즉 존재를 열어 보이는 ‘탈은폐’ 속에서 기술
의 본성을 찾았다.

특히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기술을 지칭하기 위해 ‘테크네’라
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스인들은 기술과 
예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예술에 기술적 본성이, 
그리고 기술에는 예술적 본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
이데거는 예술을 감추어진 존재를 드러내는 “진리의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기술이 이러한 예술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기술이 자연을 몰아세우는 수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예술적 본성을 통해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기술 문명이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 기술의 예술적 
본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기술 자체에 대한 반성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물음”이 “신비
로운 테크네의 본질”을 밝히고, 이로부터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술에 대
한 비판적 사유를 강조하는 하이데거의 태도는 기술 문명에 대
한 과도한 확신을 경계하고,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 심각한 위기
에 봉착한 현대인에게 닦달하는 기술이 아닌 자연이라는 “존재
를 부드럽게 비추는”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시킨다.

발제 3
미술관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예술
말고자타 카즈미에르자크 (독립큐레이터)

 
2015년 9월 유엔 총회는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를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했다. 지
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전 세계의 미
술관들도 사명 선언문에 이러한 목표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했
다. 국제 미술관 협의회(ICOM) 총회는 2019년 교토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결의안을 채
택하고 지속 가능성을 전담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유럽 미
술관 조직 네트워크도 지속 가능성을 의제로 삼고 미술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웨비나를 조직한다. 본 발제는 미술관
들이 녹색 전환의 필요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
속가능한 건축의 가장 두드려진 사례로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캘리포니아 과학한림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을 상세히 소개한
다. 또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의 초현대적 아마냥 박물관(Museum of Tomorrow)와 같은 여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Gangwon Triennale 2021
Revitalization of Everyday life through Technology and Art  
in the Anthropocene Epoch (On-line)

Organizer :  Gangwon Triennale 2021, AICA International and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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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속가능한 센터들도 소개한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경우 대
부분 친환경 기술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
라도 미술관과 멕시코시티의 국립미술관은 조명을 LED로 교체
하는 등의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지속가
능한 전시 문제와 작가들의 생태 인식 제고 필요성을 논한다. 마
지막으로 필요한 변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미술관들이 맞닥뜨리
는 법적, 행정적 어려움과 정치적, 개인적 결정이 지속가능성 또
는 지속가능성의 결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본 
발제는 WWF가 프라도 미술관과 협력하여 제작한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시 제작과 기관 비평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 4
아그네스 데네스와 인류세: 우주의 문헌 비평
킴 레빈 (전 국제미술평론가협회장)

 
본 발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독특하고 혁신적인 작품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한 헝가리 태생의 미국 개념 예술가 
아그네스 데네스의 실존 예술을 고찰한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
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2020년 초, 맨하튼의 허드슨 야드의 더 
셰드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개최되기 전까지 아그네스 데네스의 
예술 세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데네스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왔고 작품도 세계 각지에서 전시됐다. 아그네스 데
네스의 작품은 1968년부터 실존의 의미의 지형도를 그리며 우
리가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세가 자행한 파괴와 그에 따른 
생태 위기를 인정해왔다. 

데네스는 지각의 본질과 인간 가치관의 변수들을 고찰하며 가
까운 과거와 멀고 불확실한 미래와의 소통을 시도해왔다. 수학
적 구조부터 분석적 사고까지 아우르고 짓궂은 재치를 겸비한 
데네스는 최초의 개념 예술가일 뿐 아니라 어쩌면 최고의 개념 
예술가일 것이다. 

아그네스 데네스는 여타 개념 예술가들이 답하지 못한 질문에 명
쾌한 해법을 제시하며 로버트 스미스슨과 조셉 보이스의 작품 세
계를 넘어선다. 비평가들은 데네스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유
했지만 데네스의 예술 세계는 현재와 미래에 훨씬 더 맞닿아있다. 

본 발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의 1968년작 <쌀/나무/하이쿠
(Rice/Tree/Haiku)>, 맨하튼에서 진행한 1982년작 <밀밭-대치를 
위해(Wheatfield—A Confrontation)>, 핀란드에서의 1996년작 
<나무 산 - 살아있는 시간 캡슐(Tree Mountain—A Living Time 
Capsule)>을 비롯한 데네스의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발제 5
‘모빌리티(Mobility)’와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미술:  
‘사이공간(interspace)’과 ‘코드/공간(code/space)’에서의 
새로운 감각 경험  
안진국 (미술비평가)

나타나 감상이나 참여, 더 나아가 창작의 불평등을 낳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술계는 빠르게 비접촉 디지털 네트워
크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물리적 미술 현장을 비물리
적 현장으로까지 확장하는 제3의 장(場)이 될지, 아니면 물리적 
미술 현장이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 현장으로 대체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의 확장은 피할 수 없는 물결이다.

발제 6
고립과 가식에 대하여
다미안 스미스 (독립큐레이터, 미술평론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코로나19에 따
른 봉쇄가 1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디어와 
현실 속에서 허구로서의 시뮬라크라'에 대한 질문들은 일상 생
활의 자극으로부터의 후퇴에 비추어 다뤄진다. 기원전 2세기 인
도 현자 파탄잘리가 ‘감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빼는 
것’으로 묘사한 요가의 다섯 번째 가지인 프라타야하라의 개념
에서 영감을 받아 발표자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라의 전진'
을 동양 철학 체계, 구체적으로는 불교의 윤회 개념과의 기이한 
유사점을 지닌 존재로 재규정한다. 발표자의 분석은 이어 호주 
서부 이스트 필바라 지역에서의 전시나 외딴 미술관에서 열리
는 전시회의 맥락에서 제시된 두 작품 사례에 적용된다. 한편으
로 원주민 마르투 예술가들인 낸시 & 메이 채프만의 협업은 허
구적 현실과 지형적 현실 사이의 분기에서 작동하며 바로 이 지
점에서 의식과 죽음이 위태로운 세계에서 인간의 장소에 대한 
중요한 표현을 자아낸다. 다른 한편으로 앞서 언급한 회화와 함
께 전시된 캔버라 예술가 한나 퀸리반의 소금 기반 설치 작품은 
심리지리적 공간과 실 세계 패턴 및 네트워크의 복잡한 상호 작
용을 구성한다. 두 경우 모두 허구와 현실 세계의 시뮬라크라들
의 얽힘이 드러나지만 보드리야르가 묘사한 소외 현상으로서의 
시뮬라크라의 제한적인 공식화 내에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예술과 삶은 그 이상이다.

발제 7
디자인과 디지털 일상의 재생
구상권 (Fab365 대표)

 
그 속도가 점진적이고,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신구 디자인, 
인공치아 분야는 이제 거의 3D 프린팅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부 의료분야에서도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용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개인용 3D 프린터도 매우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산 DIY 3D 프린터들의 가격파괴로 불과 
20~30만원으로도 훌륭한 제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렴한 만큼 몇 가
지 단점들이 있다.

바이러스의  이동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했다 .  코로나19 
(COVID-19)는 우리의 발을 묶었다. 물리적 미술 현장은 급속도
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그에 반비례하여 비접촉의 디지털 네트
워크 미술 현장은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비대면 시대
에 확장된 온라인 미술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우리의 경험
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는 이동성의 변화를 새롭게 진단하는 학제적 탐구인 ‘모빌리티
(Mobility)’를 탐색한다.

현재의 첨단 기술과 함께 회자되는 모빌리티는 피상적 낙관론에 
기초한 협소한 의미일 뿐이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모빌리티
는 ‘이동성’이나 ‘유동성’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더 넓고 깊
은 의미로 사용한다. ‘모빌리티’는 사람, 사물,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차, 자동차, 비행기, 모바일 기
기, 인터넷 시스템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한다. 이뿐 아
니라, 사회적 관계의 유동성, 즉 도시 구성과 인구 배치의 변화, 
노동과 자본의 변형, 권력이나 통치성의 변용 등까지 포함하는 
이동의 다양한 유형, 속도, 상징 등에 관한 확장된 개념이다.

디지털-인터넷은 본질적으로 모빌리티이고, 이 공간은 존 어리
(John Urry)가 말한 ‘사이공간(interspace)’이다. 따라서 여기서 
형성되는 미술을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이라 명명할 수 있다. 
디지털-인터넷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은 디지털 신호의 빠른 이
동성 때문으로, 이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용량을 
낮추고 최적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도 가
볍고 최적화된 데이터 형태를 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은 현재의 물리적 미술
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미술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변화될 몇 가지 지점을 들자면, ‘작품의 저화질화 및 단
순화’, ‘크기의 유동성’, ‘색상의 불일치’, ‘빛나는 색상’ 등이다. 가
볍고 최적화하기 위해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은 고화질보다는 
저화질로, 큰 용량이 필요한 비트맵(Bitmap) 방식보다는 저용
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Vector) 방식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작품의 크기는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변할 수 있
기 때문에 그 크기가 유동적일 것이다. 평면 디스플레이의 제조
사에 따라 색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온라인 모빌리
티 미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색상을 하나로 규정하지 못할 가능
성도 크다. 또한, 백라이트가 사용된 화면에 의해 선명하고 강렬
한 색상을 특징으로 갖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에서 보
기 쉽도록 정사각형 비율로 변한다거나, 화면의 가장자리가 심
한 왜곡 현상을 보이는 등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은 기존 물리적
인 미술과는 다른 특징의 형상을 띄게 될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과 미술 현장의 활성화가 기술 불평
등을 심화한다는 사실이다. 빠른 통신망과 고성능 기기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수많은 코드로 조
직된 ‘코드/공간(code/space)’인 디지털-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술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온라인 모빌리티 미술과 미술 현장에도 그대로 

3D 프린팅의 단점 첫 번째로, 서포트라고 하는 구조물을 함께 출력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나면 보기 흉한 흔적이 남는다. 두 
번째로, 출력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적층 흔적이다. 세 번째는 상
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제작 시간이다.

첫 번째 단점은 서포트가 발생하지 않는 특정 형태 조건을 만족하
도록 디자인하여 해결한다. 두 번째 단점은 표면에 많은 세부묘사
와 장식을 더하여, 적층의 흔적이 덜 보이도록 한다. 세 번째 단점
은 출력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조형이나 구조를 적용하고 서포트
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디자인하면 더욱 제작(출력) 시간을 많이 단
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삭제조에서는 
불가능했던 장점들 또한 존재한다.

첫 번째, 매우 복잡한 형태를 제작할 수 있다. 적층하는 3D 프린팅
은 절삭제조에 비해서 매우 쉽게 복잡한 형태를 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조립하지 않고도 움직이는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이것을 통
해서 조립하는 과정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 
크기를 자유롭게 바꾸어 제작할 수 있다. 크기가 달라지면 금형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절삭제조와 달리 3D 프린팅은 몇 번의 클릭으
로 크기를 자유롭게 바꾸어 제작할 수 있다. 무한히 복제 가능한 디
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특징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경험을 통해서 기술의 시각화가 절실하다
는 것을 깨닫고 4D 프린팅에서 영감을 얻어서 한 번의 출력으로 접
어서 완성하고, 완성한 뒤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지닌 접는
(Foldable) 디자인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디자인은 해외에서 큰 인
기를 얻게 되고, 본 발표자가 제작한 Fab365.net이라는 온라인 공유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산 및 판매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과정
을 통해서 개선하여 Print-in-place Articulated 디자인으로 발전하였
다. 이 디자인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다.

전 세계 2천만 명의 3D 프린터 사용자들이 있고 그 수가 계속 증가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풍부
한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네빌 브로디(Neville Brody)와 에이프릴 그레이먼(April Greiman)
이 컴퓨터 그래픽 초기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낮은 해상도를 이
용하여 오히려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을 창조하고, 디지털 그래픽
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듯이 3D 프린팅의 본질을 이해하면 
앞서 말한 기술적인 단점들을 디자인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자는 앞으로도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디자인을 연구하
여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바꾸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발제 8
평가는 예술을 통해 기후 변화를 해석한다
진 번디 (미술평론가)

미술 평론가들은 미학계의 최전선에 서서 손에 카메라와 아이
폰을 들고 미술사가들이 숙고할 즉각적 관찰을 한다. *하웰스와 
맷슨은 “인간이 경험을 시각적 형태로 기록해야 하는 보편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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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존재하는 듯하다. 이는 오늘날의 멀티 미디어 시각 문화
뿐 아니라 라스코의 동굴 벽화에도 해당된다 (H&M 1)”고 했다. 
평론가들은 진화하는 식민지식 박물관의 전시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그래피티를 캐보며 거리를 거닐고 장소 특정적 작품들을 
염탐하듯 살피고 컨퍼런스에서 작가와 역사가들과 대화를 나눈
다. 이 모든 행동들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기후변화가 변화로 귀
결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바람에서 비롯된 행동이
다. **줄리 라이스는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지
구 기후 변화의 막대한 영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악하기 어
렵고 개개의 예술적 반응이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규모로 효
과적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Reiss vi)”이라고 했다. 본 발제에서 
6명의 작가들은 직접적 관찰을 통해서 또는 재료의 재활용을 통
해 지구온난화를 해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한다. 이누피아트 사진 작가 브라이언 아담스의 2007년작 <
키발리나 방파제, 알래스카 키발리나>는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보여준다. 알래스카 북서부 해안이 잠식되고 있고 주민들은 임
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고 있다. 노던 샤이엔족 벽화
가 제임스 템테의 2019년작 <지금보다 다음을 생각하라>는 귀
한 흙/땅을 움켜쥔 십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피티 장르
를 차용한다. 점토 조각가 알라나 드로치의 2019년작 <수척한 
북극곰>에서는 죽어가는 곰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몸을 질질 
끌고 간다 (북극 빙하 소실의 상징). 호주의 복합 미디어 작가 수 
라이언의 2012년작 <귀신 개>는 버려진 어망과 해변 통발을 재
료로 동물과의 친구 되기를 촉구한다. 사미/노르웨이 멀티미디
어 작가 게일 토레 홈의 2014년작 <푸가>는 순록 사체를 샹들리
에로 재배치하여 자연을 마취된 상품으로 변형시킨다. 아프리
카 계 미국인 화가 사이 개빈의 2016 년작 <터커스 포인트의 미
래>는 노예가 된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들이 한때 거주했던 버
뮤다의 남은 공한지의 난 개발을 다룬다. 미술 평론가들은 보이
지 않는 은유를 사색하면서 보이는 것을 탐구하고, 지역 및 글로
벌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인식을 전파한다.

*Art Theory and Practice in the Anthropocene, ed. Julie 
Reiss, Vernon Press, Delaware, 2019
**Using Visual Evidence, eds. Richard Howells and Robert 
Matson, Open University Press, NY, 2009

발제 9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강정헌 (아티스트)

 
본인은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에 의해, 가상
이 실제를 모방하고 복제가 다시 원본로 회귀하며, 원본과 복제
의 정의가 혼재되어 있고 그것의 구분이 무의미한 재전유(re-
appropriation)의 현상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다. 판화의 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자
체로 작품이 되고, 연필 드로잉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이 증강현
실의 판이 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상을 재현한 첫 번째 작품은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사
용한 <백색의 물건(White Goods)>과 <TV속 시간은 소리 없이 
빛이 된다(Time on TV becomes light without sound)>는 목판
조각 작품이다. 판화를 찍기 위해 사용하는 목판을 레이저 컷
팅기로 외각선을 재단하여 목판조각 자체가 복수성을 부여하
고, 그 목판조각 위에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기술
을 이용하여 영상을 투사한다. 원판이 작품이 되어, 그 판 자체
가 복수성, 간접성을 지닌 판화의 정의에 부합되는 고유한 작품
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두 번째 작품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Digital Toys> 드로잉 작품이다. 연필로 그려진 
드로잉 작품 자체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의 마커
(marker)인 판이 되어 드로잉 위에 디지털 이미지를 증강한다. 
작품이 다시 원판이 되는 것이다. 이 작품들을 판화의 원판과 프
로젝션 맵핑과의 순환구조, 디지털 미디어와 아날로그 미디어
의 결합방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Summary of presentation

Presentation 1
Changes in Art integrated with Technological Develop-
ment - from an Art Historical Point of View
Hee-Young KIM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underlines the signific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machine, art and technology in transforming the work 
of art as a site of communication and experience. It draws on 
Norbert Wiener’s theory of cybernetics as the theoretical base for 
the interactivity in art. By integrating the theory of cybernetics and 
interactive art, Roy Ascott proposed telematic art, expanding the 
interactivity via computer network. The interactivity advocated in 
media art changes the viewer to the user of the work, who is now 
provided free will to make decision on his or her action with the 
work. The artist is no longer a god-like figure who determines the 
meaning of the work, yet becomes another user of his or her own 
work, with which to interact.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interac-
tion between man and machine, art and technology can lead to 
various ways of interaction between humans, thereby restoring 
a sense of community while liberating humans from conventional 
limitations on their creativity.

This paper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media art more than 
a mere invention of new aesthetic styles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Rather, media art envisions a new art, which would 
embrace a technological other, thereby extending human 
connections. By enabling the birth of the user in experiencing 
the work, the interactive media art produces an open world, in 
which the user can create the work while communicating with 
the work and other users.

Keywords: cybernetics, relationship, telematic art, interactivity

Presentation 2
Techné – Not to push hard, but to softly illuminate
Seungcheol SHI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Renaissance, humans have shown strong confidence 
in a technological civilization. The idea of   exploiting barren 
nature using technology and granting it order and harmony 
advocated an active technological interven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made possible the utopian imagination of 
artificially changed nature. However, as a result, we’ve come to 
face the consequences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today.

Martin Heidegger, a German philosopher, calls for critical thinking 
on the concept of 'technology in the face of the issues brought 
about by technological civilization. He believed that the funda-
mental problem of technology came from 'Gestell' of nature. Ac-
cording to him, whereas the cultivation of the past was “to grow 
and care for the land, that is, not to demand something from the 
farmland, but to sow the seed, let it sprout, take good care of it to 
grow well," modern cultivation becomes part of the food industry, 
driving nature to increase productivity. Thus, technology has be-
come a means of grilling nature for the human agenda.

Heidegger criticized such an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s 
an instrumental, anthropological definition. If you understand 
technology only as a means for humans to get something, you 
miss out on its essence, he says. Instead, Heidegger claims that 
technology, in its innate form, is not a mere means, but an activ-
ity of creating or revealing something, in other words, a gentle 

activity turning “a state of inexistence into a state of existence.” 
The ancient Greeks called this poiesis, and Heidegger followed 
this to find the nature of technology in a poetic way of produc-
tion, that is, in 'discovery' that opens up existence.

In particular, he highlighted that the ancient Greeks used the 
term techne to indicate technology. The Greeks did not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art, which means that 
art had a technological nature and technology had an artistic 
nature. Heidegger defined art as ‘events of truth’ that reveal 
something hidden, arguing that technology must restore this ar-
tistic nature. Technology should not remain as a means to attack 
nature, but a new relationship with nature should be formed 
through the artistic nature of exploring its essence.

Heidegger puts an emphasis on the artistic nature of today’s 
technology confronting a crisis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and 
argues for the need for a reflective question on the technology 
itself more than anything else, for he believed that the ‘question’ 
regarding technology would reveal the ‘mysterious nature of 
techne” and make it possible to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nature. Thus, Heidegger, who emphasizes critical thinking about 
technology, watches out against the excessive confidence in 
a technological civilization and confirms the possibility of tech-
nology, which ‘softly illuminates the existence of nature, not the 
technology that pushes the people in the modern society harder 
who are faced with greater crisis than ever.

Presentation 3
Museums and the Ar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Małgorzata KAZMIERCZAK (Independant Curator)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
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nclude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Museums all around 
the world, as public institutions acting for the good of commu-
nities started to include these goals in their mission statements.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General Assembly at 
the General Conference in Kyoto in 2019, adopted the Resolu-
tio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tablished a Working Group devoted to sus-
tainability. NEMO (Network of European Museum Organisations) 
also put the sustainability in their agenda and organizes webi-
nars to help museums achieve the goals. In my presentation I 
will focus on how museums respond to the need of going green 
and what technologies they use to achieve it. I present in detail 
the most spectacular example of sustainable architecture: the 
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San Francisco, USA) designed 
by Renzo Piano. I also mention other sustainable centers such 
as the futuristic Museum of Tomorrow in Rio de Janeiro (Brazil) 
designed by Santiago Calatrava. Most often eco-technologies 
need to be used, however, in existing buildings. This took place 
e.g. in the Museo del Prado in Madrid and the National Museum 
of Art in Mexico City which underwent renovation that included 
changing lighting systems to LED ones. In the following part of 
the presentation, I talk about the issue of sustainable exhibitions 
and the need for the raised ecological awareness among artists 
themselves. Finally, I mention legal and bureaucratic hardships 
which the Museums come across if they want to implement any 
necessary changes, and how political and personal decisions 
may affect sustainability or its lack thereof. The present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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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with a short YT clip made by WWF in partnership 
with the Museo del Prado, which should be a warning campaign 
for all of us engaged in the museum production and institutional 
critique.

Presentation 4
AGNES DENES AND THE ANTHROPOCENE: A Textual 
Criticism of the Universe
Kim LEVIN (Former AICA International President)

This lecture explores the Existential art of Agnes Denes, a 
Hungarian-born American conceptual artist whose unique and 
innovative work has investigated the essence and meaning of 
human existence for the past half century. She has been highly 
admired, and internationally shown, though the scope of her 
art was little known until her vast retrospective at The Shed in 
Hudson Yards in Manhattan at the beginning of 2020, just before 
the covid pandemic spread across the earth. Agnes Denes’s 
oeuvre has been mapping the meaning of existence since 1968, 
acknowledging the destructions of the Anthropocene and the 
resulting ecological crises long before most of us were aware 
they were happening.

She has explored the nature of perception and the parameters 
of human values, attempting to communicate with the imme-
diate past and the distant uncertain future. From mathematical 
structures to analytic thoughts, and with a wicked wit, she is not 
only among the first Conceptual artists but arguably the best.

Agnes Denes offers brilliant solutions to questions other Con-
ceptualists left unanswered, surpassing in scope the work of 
Robert Smithson and Joseph Beuys. She has been compared 
by critics to Leonardo da Vinci, yet her art is extremely relevant 
to the present and future.

This lecture will touch on a few of her major projects, including 
her 1968 “Rice/Tree/Haiku” at Niagara Falls, her 1982“Wheat-
field—A Confrontation” in Manhattan, and her 1996 “Tree Moun-
tain—A Living Time Capsule” in Finland.

Presentation 5
Mobility and Online Art in the Age without Face to Face 
Contact: New Sensory Experience in the Interspace and 
Code/Space
 Jinkook Ahn a.k.a Lev AAN (Art Critic)

The spread of the virus has changed our daily lives. COVID-19 
has held us back. The physical art scene has rapidly shrunk. On 
the contrary, the art scene in the virtual, digital network has in-
creased dramatically. Then, what form does the online art take 
in this time without human contact, and how is our experience 
changing? To address the question, this presentation explores 
mobility as an interdisciplinary inquiry to figure out changes in 
mobility.

When it is discussed in relation to advanced technology, mobil-
ity has only a narrow definition based on superficial optimism. 
Mobility is used in a broader and deeper sense in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meaning liquidity and the ability 
to move. Mobility includes not only the movement of people, ob-
jects, and information but also technologies such as trains, au-
tomobiles, airplanes, mobile devices, and the Internet systems 
that make the movement of the former possible. Furthermore, 
it is an expanded concept regarding the various types, speeds, 

and symbols of movement, which includes the liquidity of social 
relations, that is, changes in urban structure and population 
distribution, alteration of labor and capital, and transfiguration 
of power and governance.

The digital Internet is inherently mobility, and this space is what 
John Urry called interspace. Therefore, the art formed in such 
a space can be dubbed as online mobility art. We are excited 
about the digital Internet because of its high-paced mobility of 
digital signals. In order to increase such mobility, data volume 
needs to be reduced and optimized. Based on this, one can eas-
ily expect that online mobility art will take the form of lightweight 
and optimized data. This might make online mobility art some-
th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physical art.

As for the areas where changes are expected, artworks will be-
come simpler with lower resolution, size will be fluid, and there 
will be a color mismatch while color becomes brighter. To make 
it light and optimal, online mobility art is likely to be produced at 
a low resolution using a vector rather than a bitmap, which re-
quires a large capacity. As the size of artwork would depend on 
the device a viewer uses, the size will be flexible, as well. Color 
temperature is specific to the manufactures of the flat-panel 
display, so no clear definition of color is expected even for sin-
gle online mobility work.

In addition, online mobility art will present bright and vivid colors 
on the backlit display. In addition, the shape of online mobility 
art will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hysical art; a square-
shaped image for viewers enjoying the works on a smartphone 
or severe distortion on the edges of the screen.

We have to consider the exacerbated technological inequality 
triggered by online mobility art and the art scene. The techno-
logical divide will even widen as the use of the high-speed In-
ternet and high-performance devices is expensive and the use 
of the digital Internet, which is code/space made of countless 
codes, requires technological knowledge. Such a divide will 
also manifest in the online mobility art and art scene, breeding 
further inequality in appreciation, participation, and even cre-
ation of art.

Since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the art scene has been 
rapidly reorganized into a contactless digital network system. 
We do not know yet whether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physical art scene to expand to include the non-physical 
venues or the physical art scene will be replaced by the online 
mobility art scene. However,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expansion of online mobility art seems inevitable.

Presentation 6
On isolation and pretence
Damian SMITH (Independent Curator, Art Writer)

In context of the prolonged COVID-19 lockdown in Melbourne, 
Australia, lasting more than 17 months at the time of writing, 
questions concerning ‘Simulacra as fiction in media and reality’ 
are addressed in light of a retreat from the stimulus of daily life. 
Inspired by the concept of pratyahara, the fifth limb of yoga 
described by the 2nd Century BCE Indian sage Patanjali as “the 
conscious withdrawal of energy from the senses”, the author re-
positions Baudrillard’s ‘precession of Simulacara’ as possessing 
uncanny similarities with Eastern philosophical systems, specif-
ically the Buddhist concept of samsara. The author’s analysis is 
subsequently applied to two artwork examples presented in the 

context of an exhibition in one or the more remote art galleries 
on the planet, in the East Pilbara region of Western Australia. On 
the one hand, the collaborative work of Indigenous Martu artists 
Nancy & May Chapman operates at an interchange between 
fictional and topographical realities, therein producing a vital 
statement about the place of humans in the world wherein con-
sciousness and mortality are at stake. On the other hand, a salt 
based installation work by Canberra artist Hannah Quinlivan, 
shown with the aforementioned painting, constitutes a complex 
interplay of psycho-geographical space and real-world patterns 
and networks. In both instances, an entanglement of fictional 
and real world simulacras are brought into play, which cannot, 
however, be entirely grasped within the limiting formulation of 
Simulacra as an alienating phenomenon as described by Bau-
drillard. Art and life are more than this.

 
Presentation 7
Design and revitalization of the everyday digital life 
Sang-Kwon GOO (CEO, Fab365)

The pace of change is gradual and not visible yet,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3D printing is now taking care of most jewelry 
design and prostheses, and in some medical fields, its use has 
increased. Industrial 3D printers, as well as personal 3D print-
ers, have grown very popular.

This is attributable to the affordable Chinese DIY 3D printers, of 
which the price ranges from USD 200 to 300. 3D printers, which 
can produce excellent manufacturing output, have become 
widely available in recent years. However, they have some 
drawbacks.

Disadvantages of 3D printing First, a structure called support 
has to be printed together, and after removing it, an unsightly 
trace is left. Second, it is a laminated trace that occurs through 
the printing process. The third is the relatively long production 
time.

The first disadvantage of 3D printing is the ugly trace left by 
support. The printing needs to be done with a structure called 
support, and when it is removed, it leaves an unsightly mark. 
The second is the lamination trace left by the printing process. 
The third is the relatively long production duration.

The first drawback can be addressed by designing it to satisfy 
a specific shape condition without generating support. The 
second disadvantage can be tackled by adding more details 
and decoration to the surface, making the traces of lamination 
less visible. Finally, the third disadvantage of long printing dura-
tion can be handled by applying a form or structure that takes 
shorter printing time and designing it not to generate support. 
However, 3D printing offers many advantages that the cutting 
process cannot present.

First, very complex forms can be built. 3D printing, which does 
lamination, can produce complex shapes very easily compared 
to the cutting process. Second, a moving structure can be cre-
ated without assembly. This allows to avoid the hassle of the 
assembly process and save time. Third, the size can be freely 
adjusted. Unlike the cutting process, which requires rebuilding 
a mold when the size changes, 3D printing can freely change 
the size only with a few clicks. This is possible thanks to digital 
technology and data that can be reproduced infinitely.

The experience at the Gwangju Design Biennale made me 

realize that visualization of technology was essential. Inspired 
by 4D printing, I created a foldable design with a structure to 
be folded and completed in one print and to move immediately 
after completion. This design became very popular abroad and 
was quickly embraced and sold on an online sharing site called 
Fab365.net I created. Through a continuous development pro-
cess, the design evolved into a print-in-place articulated design. 
This design method is applied to the designs of various fields.

There are twenty million 3D printer users worldwide, and the 
number is growing continuously because of advances in tech-
nology and the significant number of designs that can utilize this 
technology.

Just as Neville Brody and April Greiman made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graphics, creating a 
new design style using a low resolution, which was cited as a 
disadvantage in the early days of computer graphics, under-
standing the essence of 3D printing can solve the technical 
shortcomings with design. 

I would like to research designs that will help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technology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everyday life of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Presentation 8
Critics Interpret Climate Change through Art
Jean BUNDY (Art Writer)
 
Art critics are on the front lines of the aesthetic world, camera, 
and iPhone in hand, making instantaneous observations, to 
eventually be pondered by art historians. According to *Howells 
and Matson, “there seems to be a universal need to record 
human experience in visual form, and this is as true of the cave 
paintings of Lascaux as it is of the multimedia visual culture of 
today (H&M 1).” Critics scrutinize exhibitions in ever evolving 
Colonial-esque museums, stroll streets to sleuth Graffiti, maneu-
ver around site specific works, and converse at conferences 
with artists and historians, each desiring to spread the word 
that Climate Change visually expressed worldwide can result in 
change. As **Julie Reiss writes, “These joint efforts are needed 
because the vast repercussions of global climate change are 
difficult to grasp for most people, and individual artistic respons-
es can effectively break it down to a more comprehensible 
scale (Reiss vi).” In this presentation, six artists call attention 
to the increasingly important need to address Global Warming, 
either by direct observations or recycling of material goods. 
Iñupiaq photographer Brian Adams’ Kivalina Sea Wall, Kivalina 
Alaska, 2007, depicts realities of Global Warming, the North-
west Coast of Alaska is eroding and sandbags are a temporary 
fix. Northern Cheyenne muralist James Temte’s Think Next 
Over Now, 2019, uses the genre of Graffiti to show a preteen 
clasping a handful of precious dirt/Earth. Clay-sculptor Alanna 
DeRocchi’s Emaciated Polar Bear, 2019, drags itself as the dying 
animal (poster-child for Arctic melt) gasps a final breath. Aus-
tralian mixed-media artist Sue Ryan’s Ghost Dog, 2012, made 
of discarded fishing nets and beach thongs, calls attention to 
befriending animals. Sámi/Norwegian multi-media artist Geir 
Tore Holm’s Fughetta, 2014, turns carcasses of reindeer into a 
chandelier, as Nature morphs into an anaesthetized commodity. 
African-American painter Cy Gavin’s Future of Tucker’s Point, 
2016, addresses overdevelopment on Bermuda’s remaining va-
cant land, once home to enslaved African-Caribbeans. Art crit-
ics investigate the visible while contemplating the metaph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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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een, propagating community involvement and awareness 
for protecting both local and global place.

*Art Theory and Practice in the Anthropocene, ed. Julie Reiss, 
Vernon Press, Delaware, 2019

**Using Visual Evidence, eds. Richard Howells and Robert Mat-
son, Open University Press, NY, 2009

Presentation 9
Arts Using Digital Media
Jung Hun KANG (Artist)

 
I attempted to express through the artworks using digital media 
the phenomenon of re-appropriation where the virtual imitates 
the real, the copy returns to the original, and the definitions of 
the original and the copy are mixed,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s meaningless by combining analog and digital media. The 
intention is to visually expand the situation in which what was 
thought of as a print block becomes a work in itself, and what 
was considered to be a pencil drawing becomes the stage for 
augmented reality.

The first works that reproduce this phenomenon are White 
Goods, which used projection mapping technology, and Time 
on TV becomes light without sound, a woodblock work. The 
woodblock used for printmaking was cut using a laser cutter to 
grant plurality to the woodblock, and an image was projected 
onto the woodblock using projection mapping technology. The 
works were to show that the original block can become an art-
work, making the block itself a unique work of art that satisfies 
the definition of printmaking with plurality and indirectness. The 
second work is a drawing of Digital Toys using augmented real-
ity technology. The pencil drawing becomes a stage or platform 
that is a marker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nd augments 
the digital image on the drawing. Thus, the work becomes the 
original again. I would like to address these works by analyzing 
them with the circular structure between the original of print-
making and projection mapping and the method of combining 
digital and analog media.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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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세계
A WORLD 
REDISCOVERED

다시 만난 세계 A World Rediscovered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에서는 주제 ‘따스한 재생’에 부합하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COVID-19로 어려운 지금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잠시나마 재밌는 미술을 경험해 
보세요.<다시 만난 세계>는 (주)파버카스텔과 (주)크라운해태가  
후원합니다.

1. 코로나와 동물들
참여 대상 : 유치원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
표현 장르 : 평면 및 퍼포먼스 아트
재료 및 소요시간: 스티커, 마커, 크레파스, 수채화, 종이류/ 40분~50분
참여 인원 : 8명
운영 일시 : 10.01~11.07
운영 시간 및 횟수 : 비엔날레 홈페이지 참고
진행 장소 :  와동 분교 A홀 체험 교실

개요 :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자, 보
호종인 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등 ‘회복되고 있는 자연’에 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물들이 동물다운 삶을 누리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차지한 땅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자연을 새로이 
조성하는 과정을 상상하며 미술 활동을 해 보아요.

이야기로 꾸미는 <코로나와 동물들>

지구 위의 수많은 동물들 중
유일하게 불을 다룰 줄 아는 아주 똑똑한 동물이 있었답니다.
들소만큼 덩치가 크지도, 힘이 세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아주 호기심이 많고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워
힘이 약해도, 달리기가 느려도, 몸집이 작아도,
다른 동물을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창고, 더 많은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내 땅으로 만들거야!
우리 가족 빼곤 모두 내 땅에서 나가!!”
동물들은 점점 설 곳을 잃었어요.
욕심쟁이 어른을 보다 못한 아이들은 발 벗고 나섰어요.
아주 씩씩하게요!
“여기 우리 모두의 땅이라고요!”
“씨앗을 여기도 꼬옥! 저기도 꼭!”
아이들은 여기저기 씨앗을 가득 심었어요.
아이들이 뿌린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 밑 에서 뿌리들은 서로의 손을 쭉 뻗어 잡았어요.
땅 위에선 새싹이 쑥쑥 자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벌거벗은 땅은 푸르렀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동물들은 다시 만난 푸른 땅 위에서,
사람들은 다시 만난 평화 속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질문 속에서 사람과 동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해보아요.
Q1.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바나나가 혹시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이야
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Q2. 산에서 내려온 야생 곰이나 멧돼지에 관한 뉴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Q3.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원헬스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나요? 어른들께 물어 보아요!
Q4.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전염병은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
다. 지구온난화와 전염병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Gangwon Triennale 2021 presents an audience engagement pro-
gram in line with its theme, Warm Revitalization. By participating 
in this experience program, you can get away from the pandemic 
for a while and have fun with art. A World Rediscovered is spon-
sored by Faber-Castell and Crown Haitai. 

1. COVID-19 and Animals
Participants: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family members
Genre: two-dimensional and performance art
Materials and duration: stickers, markers, oil pastel, watercolor 
paint, and paper/ 40-50 minutes 
No. of participants: 8
Period: October 1-November 7
Opening hours and No. of classes: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Biennale.
Venue: Experience Program Room, Hall A, Wadong branch school

Overview: As the spread of a highly infectious coronavirus re-
duces human activities, the number of protected animals has 
increased in what appears to be a restoration of nature.
Immerse yourself in an art activity where you can imagine us 
giving the land we have occupied back to animals so they can live 
with respect and dignity in a new process of rebuilding nature.

The Story of COVID-19 and Animals 

Out of countless animals on earth, only the brightest one was able to  
use fire.
It was not as big, strong, or fast as the buffalo, but it was so curious, bright, 
and wise that it was able to handle other animals the way it wanted, al-
though it was weak, slow, and small. 
(Wondering who it was? It was the human.) 
As their lives became mo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humans wanted 
even more: more food, more warehouses, and more land.
"I will have the land from here to there all to myself. No one except my fami-
ly can stay. So get out of my land right now!"
Little by little, other animals lost their land to humans.
Children couldn’t stand the greed of adults anymore.
They stood up courageously.
“This land belongs to all of us!”
“Let’s plant a seed here. And there, too.”
The children planted a lot of seeds all over the place.
What happened to the seeds that the children sowed?
Under the ground, the roots reached for and held one another’s hands.
Over the ground, new sprouts popped up and grew fast.
After some time, the barren land became green again.
Other animals welcomed the lush land back, and humans enjoyed the 
peace they got back. 

Let’s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and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imals, and nature.
Q1. Have you ever heard that the delicious fruit banana is in dan-
ger of becoming extinct?
Q2. What came to your mind first when you saw the news about 
wild bears and pigs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s?
Q3. Have you ever heard about One Health, the concept of bring-
ing people, animals, and the environment together? Let's ask 
grownups about it.
Q4. The more serious global warming is, the more frequently 
infectious diseases break out. 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global warming and infectious diseases?

GANGWON TRIENNALE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GANGWON TRIENNALE 2021576 다시 만난 세계 A WORLD REDISCOVERED 577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

2. The Day-to-Day Life of Wadong
Participants: Children aged seven or older (first graders or higher)
and their families
Genre: two-dimensional art, ultraviolet printing
Materials and duration: paper, cyanotype solution, participant photos, 
fallen leaves around Wadong branch school/40-50 minutes
Materials to be brought by participants: participant photos or 
those of a person who they want to remember
No. of participants: 8
Period: October 1-November 7
Opening hours and No. of classes: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Biennale
Venue: Experience Program Room, Hall A, Wadong branch school

Overview: On a fine fall day at the Gangwon Triennale, stroll around 
Wadong branch school with your loved ones and admire beautiful 
yellow ginkgo leaves strewn all over the ground. Let’s collect and 
prepare things from nature that you will use during the class.
Place photo cutouts and leaves on a piece of paper and expose 
them to the sun shining down from the clear fall sky, which will 
add a bluish hue to your unique piece of work. 

3. Matisse's Sandwich
Participants: Children aged seven or older (first graders or higher) 
and their families
Genre: paper art
Materials and duration: colored paper, printouts, drawing instru-
ments, scissors, and glue/ 40-50 minutes 
No. of participants: 8
Period: October 1-November 7
Opening hours and No. of classes: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Biennale
Venue: Experience Program Room, Hall A, Wadong branch school

Overview: Why do so many people love Matisse? Not only are 
you mesmerized by his dynamic, vivid shapes and colors, but you 
can feel the awe of the life that is portrayed in his works. In the 
year 2021, what we need is the warmth and sense of together-
ness with which we embrace one another. Just as a sandwich 
is made of various ingredients, let’s have a fun time by making a 
Matisse's Sandwich that is full of life and happiness.

4. Postcard to Your Loved Ones
Participants: all visitors
Genre: mail art
Period: Saturdays through Mondays, October 1-November 7 
Venu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Overview: Gangwon Triennale 2021 has turned ten works by the 
participating artists into postcards. Write a postcard to your family or 
friend, and we will mail it to the address written on it. Write something 
that will warm the hearts of your loved ones, such as an appointment 
with your friend, cheap but yummy food you crave, your feelings of 
gratitude, or a small present your want to receive.

Triennale Inspired Painting (with a partly-drawn sheet of paper)
Create your own artwork by adding your ideas to the images 
drawn by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Gangwon Triennale 2021. We 
bet you can’t wait to see what will come out of the amalgamation 
of the artists’ ideas and your imagination.

2. 와동의 일상
참여 대상 : 8세 이상 초등학생 및 가족
표현 장르 : 평면, 자외선 인쇄
재료 및 소요시간 : 종이, 시아노타입 용액, 참여자 사진, 와동 분교 
주변 낙엽/40분~50분
체험객 준비물 : 자신 혹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담겨진 사진
참여 인원 : 8명
운영 일시 : 10.01~11.07
운영 시간 및 횟수: 비엔날레 홈페이지 참고
진행 장소 : 와동 분교 A홀 체험 교실

개요 :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열리는 가을날, 함께 온 이와 은행나
무 잎사귀가 가득한 와동분교를 거닐며, 체험에 쓰일 자연물을 수
집하고 준비하는 하루를 가져 보아요. 종이 위에 오린 사진들과 풀
잎사귀를 얹고 햇볕을 쬐이면 청명한 가을 햇살에 푸르스름하게 
그을린 ‘특별한 작품’ 하나를 만날 수 있답니다!

3. 마티스의 샌드위치
참여 대상 : 8세 이상 초등학생 및 가족
표현 장르 : 페이퍼아트
재료 및 소요 시간 : 색상지, 프린트물, 드로잉도구, 가위, 풀/ 40분~50분
참여 인원 : 8명
운영 일시 : 10.01~11.07
운영 시간 및 횟수 : 비엔날레 홈페이지 참고
진행 장소 : 와동 분교 A홀 체험 교실

개요 : 마티스가 우리에게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
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형태와 색감도 시선을 사로잡지만 그 속
에 담겨진 생명에 대한 경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
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따듯한 시선과 어울
림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진 맛있는 샌드위치처럼, 생
명과 행복이 듬뿍 담긴 ‘마티스의 샌드위치’를 만들며 즐거운 시
간을 가져 보세요.

4. 우리에게 편지를 써요~
참여 대상 : 관람객 모두
표현 장르 : 메일아트
운영 일시 : 10.01~11.07, 매주 토~월요일
진행 장소 : 탄약정비공장
개요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참여 작가 작품 10점을 엽서로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저희
들이 보내실 주소로 엽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친구와의 약속, 먹고 
싶은 값싼 음식, 감사하는 마음, 받고 싶은 아주 작은 선물 등 우리
의 일상에 따스함을 전하는 내용으로요! 

트리엔날레 이어 그리기(체험지)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01의 참여 작가 작품 이미지에 나의 생각
을 담아이어 그려 보세요! 참여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상상이 만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운영시간
Time

10:30~11:30

11:30~13:00

13:00~14:00

11:30~13:00

14:30~15:30

15:30~16:00

16:00~17:00

17:00~18:00

상시
(휴관일제외)

체험지

월
Mon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화
Tue

트리엔날레
휴관일
Closed

수
Wed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목
Thr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금
Fri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토
Sat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일
Sun

1.코로나와
동물들
1.Corona
and Animals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13:30~14:30)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15:00~16:00)

월/토/일
Sat~ Mon

4. 우리에게  
편지를  
써요~ 
(탄약 정비
공장)

4.Write us a
lett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3.마티스와
샌드위치
3.Matisse's
Sandwich
(13:30~14:30)

2.와동의 일상
2.Wadong's
Daily Life
(15:00~16:00)

마감 및 정리 Closed and Arrangement

※ 정원 : 8명
※ 장소 : 홍천군 와동 분교 A홀 체험교실(프로그램 1~3) 및 탄약정비공장(프로그램 4)
※ 대체 공휴일 월요일(10.04/10.11)의 경우 주말 시간표로 운영 예정
※ 우천 시 프로그램2 와동의 일상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 수정

 김도아 Do-Ah KIM
 교육예술가 Teaching Artist

※ Participants : 8
※ Place : Wadong Branch School A Experience Classroom(Program 1~3)and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Program 4)
※ The program on October 4thand 11th will be operated in weekends schedule.
※ In the case of rain, Program 2 “Wadong’s Daily Life” will be replaced with   
 another program.

카페 파빌리온 따스한 비누만들기 체험
참여 대상 : 4세 이상 아동 및 가족
표현 장르 : 비누아트
운영 일시 : 매 주말 및 공휴일
진행 장소 : 와동분교 카페 파빌리온 체험 부스
개요 : 코로나19에 맞서 전 세계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 깨끗
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누’를 만들어 
보아요. 우리가 만든 예쁜 비누로 뽀득뽀득 손을 씻고, 좀 더 건강하고 행복
한 일상을 누려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홍천군 생활개선회와 함께 합니다.)

Cafe Pavilion Warm soap making experience
Participants: Children over four years old and their families
Genre: Soap Art
Period: Every weekend and public holidays
Venue: Wadong Branch School Cafe Pavilion Experience Booth
Summary: The whole world is fighting hard against COVID-19! Let's 
make a 'soap' that can fight and beat germs using a cleaner and more
eco-friendly method. Please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the 
pretty soap we made, and enjoy a healthier and happier life! (This 
program is in cooperation with the Hongcheon-gun Life Improvement 
Association.)

트리엔날레에 오면 (낙서 공간)
참여 대상 : 관람객 모두
표현 장르 : 드로잉, 그라피티
운영 일시 : 2021. 10.01.~11.07.
진행 장소 : 와동분교 창고 외벽
개요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기서 마음대로 그림
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도 좋고, 자유로운 드로잉으로 와동에서
의 감흥을 남겨 보세요.

Come to the Triennale (graffiti space)
Participants: all visitors
Genre: Drawing, Graffiti
Period: October 1-November 7
Venue: Wadong Branch School wall of warehause
summary: All those who came to Gangwon Triennale 2021 can draw 
freely here. A simple note is good, and please leave inspiration in the 
cavity with fre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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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의 일상

<와동의 일상>은 ‘시아노 타입' 기법을 사용합니다. 시아노 타입 
용액은 구연산철암모늄과 적혈염을 혼합한 용액으로, 자외선에 
반응합니다. 시아노 타입 용액을 바른 종이 위에 수집해 온 자연물
을 배치하여 햇빛을 쪼이면,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만 푸른 청색 빛
으로 변화합니다. 충분히 노출 되었다면, 흐르는 물에 용지를 씻어 
남은 부분의 용액을 닦아주면 하루를 담은 작품이 완성됩니다.  

시아노 타입 용액은 자외선에 매우 민감하여 제작 및 보관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변색이 빠르기 때문에 수업 당일마다 암실에서 제작했
으며, 종이 봉투와 박스, 암실까지 3중으로 빛을 차단해 보관했습니
다. 해당 수업은 이동 경로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햇빛에 나가
서 변화를 관찰하고, 흐르는 물에 가서 용지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동선마다 선생님을 배치하여 작품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했습니다.  

<와동의 일상> 은 참여자가 현재를 충분히 느끼는 것에 의미가 있
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하늘의 구름과 태양을 바라
보고, 벼가 여무는 것을 관찰하고, 그날의 물과 바람의 온도를느끼
며 하루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에 있습니다. 와동의 자
연과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뿐인 오늘을 즐기고, 우리의 일상 속에
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주현 Ju-Hyun PARK
 체험 프로그램 강사 Community Program Teacher

마티스의 샌드위치

<마티스의 샌드위치>는 페이퍼아트를 통한 체험 활동으로, 아이
들을 대상으로 마티스의 작품들과 기법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
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체험 초반부에 마티스의 작
품에서 보이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고, 모든 살아 있는 것의 
화합을 강조했던 마티스처럼 풍성한 조화를 이루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체험 강사는 아이들이 단순히 샌드위치의 속 
재료가 아닌 생명체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우리 세상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피부가 하
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이러한 예시로 사람들을 언급
하며 아이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고민해 보기를 기대합니

The Day-to-Day Life of Wadong  

The Day-to-Day Life of Wadong uses the cyanotype process. Cy-
anotype solution, made of ammonium ferric citrate and iron cya-
nide, reacts to UV rays. If you put natural objects, you collected on 
paper coated with cyanotype solution and expose it to sunlight, 
only the part exposed to ultraviolet rays changes to floral blue. 
After sufficient exposure, wash the paper under running water 
and wipe off the remaining solution, and you have an artwork that 
contains the day.
As cyanotype solution is very sensitive to UV rays, its preparation 
and storage are tricky. It discolors quickly, so it was prepared in 
a dark room on the day of the class and put in the paper bag in 
a box in the darkroom to block the light. The course had many 
routes; going out in the sun with the children to observe the 
changes and going to running water to wash the paper. So teach-
ers were placed along every route to facilitate the process. 

The significance of the Day-to-Day Life of Wadong is in partici-
pants’ enjoying the present to the fullest, experiencing the change 
in seasons, looking at the clouds and the sun in the sky, observing 
the ripening rice, and feeling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and 
wind that day, and cherishing and keeping the record of the day. 
I hope this program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enjoy today created by the nature of Wadong and them and 
rediscover their daily lives.

Matisse’s Sandwich

Matisse's Sandwich  is an experience program using paper art. 
The goal of the program was to help children understand Ma-
tisse’s works and techniques and embrace a message on life.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we looked at the beauty of life in 
Matisse's works and prepared a sandwich with rich harmony as 
Matisse emphasis on the harmony of all lives. The program teach-
er provided various examples to help children actively use life as 
an ingredient rather than putting set elements into sandwiches.

 “In this world, there are rich people, poor people, white people, 
and black people…." I hope that children will consider diversity 
and inclusion through these various examples. This process was 
aimed at expanding children’s boundaries of thinking beyond 
the cultures they are familiar with. Listening to the examples, the 
children grabbed a pen and colored the dancers, yet they soon 

코로나와 동물들

<코로나와 동물들>은 다양한 재료의 혼합으로 사람들과 동물들이 
행복한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는 과정이었
습니다. 씨앗을 심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 내
었습니다. 크기도 색상에도 제한이 없는 작업으로 여러 생물의 다
양성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땅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며, 내가 키워내는 생명과 함께 자라
나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크레파
스를 이용한 난화기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형태의 작업으
로 식물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동물을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은 상상의 동물, 지금은 
없어진 멸종 동물, 집에서 키우는 동물 등을 나타냅니다. 사람과 동
물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지도를 완성하며 함께 살아가야하는 동물
을 생각하고 자연과 환경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희에게도 단순한 체험 활동에서 벗어난 공생의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체
험활동이 많이 축소되어 예술적 경험이 부족할까 우려된 환경에
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선생님들에게
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현재와 예술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존
중받는 동물과 자연 그리고 상생하는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선
물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주태 Ju-Tae YUN

 체험 프로그램 강사 Community Program Teacher

COVID-19 and Animals

<COVID-19 and animals> created a new world where people 
and animals could dream of a happy daily life by putting to-
gether various materials. Planting seeds began a new nature 
in children. We expressed biodiversity through works with no 
limitations in size or color. 

Furthermore, the works came to capture the meaning of life 
as it came out of the earth and grew together with other lives. 
The free-form painting technique using crayons created a 
space where plants and children could play and run freely.

The children drew the animals they would like to invite, rep-
resenting imaginary animals, extinct animals, and companion 
animals. It was a time to consider the animals, nature, and 
environment we need to live together by completing the maps 
created by people, animals, and nature.

It was more than a mere experience program. It was mean-
ingful work for both the children and me to revisit the meaning 
of symbiosis. The program was conducted amid a concern 
that children didn’t have sufficient artistic experience as the 
pandemic had reduced experience activities. The program 
gave teachers as well as the children the sense of the present 
and the meaning of art in such a long time. It was like a gift for 
animals, nature, and people to coexist in mutual respect.

체험 프로그램 강사 에세이 Community Program Teachers'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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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문화권들보다 
확장된 이야기로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직접
적인 제시를 받고 우선은 펜을 잡고 춤추는 사람들에게 색깔을 입
히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색을 칠하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한 듯 
따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스토리 
라인을 유도해보고자 아이들에게 각 요소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단순하게 피부색이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보다 몸에 
점이 구름 모양인 사람, 다리가 돌멩이인 사람과 같이 구체적인 요소
가 있는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칠한 검은색 
피부에서 강사가 먼저 연필심을 연상하여 예시를 들고, 아이는 제시
된 연필심을 통해 나무 인간까지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티스의 샌드위치>는 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마인드맵처럼 뻗어
나간 사고의 흐름이 아이들에게 있어 각자의 다양성에 대한 구체
적인 사고방식을 일깨워주길 기대합니다.

 신지수 Ji-Soo SHIN
 체험 프로그램 강사 Community Program Teacher

트리엔날레 이어 그리기 (체험지)

<트리엔날레 이어 그리기>는 우천시 ‘와동의 일상’ 수업을 대체하
여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작품을 이어그리고 나만의 시각으로 
작품을 다시 바라보는 수업입니다. HL 작가의 <봄의 혁명>, 예술장
돌뱅이 의 소통을 위한 공간, 고요한 작가의 <생명의 싹>, 차기율 
작가의 <삶의 고고학/와동리275번지> 등, 총 4가지 작품을 활용하
여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 차기율 작가의 작품이 체험 프로
그램이 이루어지는 와동분교에 전시되어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을 <삶의 고고학/와동리275번지> 체험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작가가 발굴 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아이들도 나만의 발굴 현장을 
그려보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고고학‘이 
어색한 단어일 수 있고 낯선 환경에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경직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간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니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
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힘을 가진 돌을 발견했다고 하기
도 하고 상상 속 미지의 동물들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felt bored, as if they did not find the meaning of coloring till the 
end of the time. In order to deal with such a situation, I asked the 
children questions about each element or ingredient to help them 
create a storyline.

Rather than having the children imagine a skin color of a partic-
ular person, I took concrete examples, such as a person with 
cloud-shaped moles and a person whose legs are made of 
stones, to stimulate their imagination and put their ideas into ac-
tion. For instance, a child colored a figure’s skin in black, and the 
instructor reminded the child of how a pencil lead looked like, and 
then, the child developed the idea of a pencil lead into a tree man.

I hope children’s ideas stretched out like a mind map through 
Matisse's Sandwich will lead them into their own understanding 
of diversity. 

Triennale Inspired Painting  

Triennale Inspired Painting  was conducted on rainy days in 
place of the Day-to-Day Life of Wadong. The program offered an 
opportunity to continue the drawing of an artist and look at the 
work from one’s own perspective. HL’s The Spring Revolution, 
the space for communication by Art Nomadic Trader, YoHan Ko’s 
Sprout of Life, Kiyoul Cha’s Archaeology of Life/Wadong-ri 275 
were used for the program. As Kiyoul Cha’s work was presented 
at Wadong branch school, most classes used Archaeology of 
Life/Wadong-ri 275 as material for the program. 

Just as the artist had written down an excavation journal, children 
were invited to draw their excavation site. To little children, the 
term archaeology might sound unfamiliar, and they would easily 
feel nervous as they were new to the space where the class was 
held. However, after having some time to talk and get used to 
the space, children started to come up with creative ideas. For 
example, one child said that he discovered a stone with magical 
powers, and another kid painted imaginary animals.

어른들의 경우 작품 속 발굴 일지의 사물들에 친밀감을 느끼는 경
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수업 내용을 조금 변경해
서 나의 추억 속 물건이나 장소를 찾아보는 주제로 수업을 구성하
였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했던 MP3, 졸업 타임캡슐 등의 사용
했던 연도를 기록하며 자신만의 발굴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 안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작품의 일부분을 채워나가며 새
로운 세상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작품을 보는 감
상자의 입장에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작품과의 거리를 좁
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지원  Ji-Won LEE
 체험 프로그램 강사 Community Program Teacher

In the meantime, most adults felt close to the objects in the exca-
vation journal. So, I adjusted the content of the class to focus on 
finding objects or places in their memories for adults. The adult 
participants made their unique excavation journal by jotting down 
the MP3 they used, and the year they buried time capsule upon 
commencement. 

Artifacts excavated in their memories completed part of the work, 
creating a new world. Through the act of drawing, participants 
narrowed the distance from artworks by traveling into the artwork 
from the audience's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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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아트 
캠프
ECO-ART 
CAMP 

From the consumers of culture to creators of culture,  
the Festival with the local residents 

One thing that genuinely sets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apart from other visual arts events would be the use of local 
idle space and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s. This year's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featured Eco-Art Camp, a 
public art project engaging residents. This event, sponsored by 
the Korea Mecenat Association and Shinhan Bank, consisted 
of lectures by experts on environment and ecology, material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Triennale participating artists. 
The three artworks produced through the camp became part of 
the exhibition Revitalization 2 Wadong. Eco-Art Camp is mean-
ingful as it served as a platform where residents shared their 
ideas on the environment and ecology with artists and were ac-
tively engaged in the process as cultural creators and subjects, 
not simply as consumers of culture.

문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여타의 시각예술 행사와 가장 차별화되
는 점이 있다면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주민참여
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에코 아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메세나협회와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 생
태 관련 전문가 강연과 재료 연구, 트리엔날레 참여 작가와의 협
업 작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캠프를 통해 제
작된 3개의 작품은 ‘재생2 와동’ 전시장에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
다. 이번 <에코 아트 캠프>는 지역민들이 단순히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이자 주체자로서 예술가와 함께 환경과 생태
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예술문화
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하나 Hana SEO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 행정지원팀장
 General Affairs & Support Team Leader, Operation Office,
 Gangwon Triennale

주요내용 
Description

환경, 생태 관련 강의 및 교육

Lecture and education on environment and 
ecology 

작품 제작 관련 재료 및 가공 워크숍

Workshop on materials and processing in 
relation to artwork-making 

재활용품, 자연물을 활용한 설치 작품 제작

Production of installation using recycled items 
and natural objects

생태 숲 산책 및 숲 해설

Forest trail and guided forest tour

프로그램명 
Program

에코 워크숍

Eco Workshop

작가 워크숍

Artist Workshop

작품 제작

Artwork Production 

생태 워크숍

Ecology Workshop 

참여 문화예술가 
Participating cultural practitioners & artists 

신세례 (글로벌예술문화교육연구소 대표)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함춘미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

Serye Shin (Director, Global Art & Culture)
Donghak Lee (Director, Trash Center)
Chumni Ham (Lecturer, Gangwon Climate 
Change Education Center)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참여작가

- 양순영, 이호영, 정혜레나

Participating artists of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 Soonyoung Yang, Hoyoung 
Lee, Hyeryena Jun

이상학(숲 해설가)

Sanghak Lee (forest tour guide)

행사개요

참여 인원 : 도내 가족 17팀 46명

운영 기간 및 횟수 : 2021.08.21.(토)~10.09.(토), 총 4회

개최 장소 : 강원도 홍천군 와동분교, 홍천군청소년수련원,  
 홍천공작산생태숲

Overview
No. of participants: 46 people from 17 resident families 
Period and number of classes: August 21 (Sat.)-October 9 
(Sat.), four times 
Venue: Wadong branch school in Hongcheon-gun Gangwon-
do, Hongcheon Youth Retreat Center, Forest in Hongcheon 
Gongjaksan Mt. 

프로그램
Program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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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투어  
프로그램
EXHIBITION TOUR 
PROGRAM

트리엔날레 데이트 
Triennale Date

예술감독, 큐레이터가 함께하는 테마 
중심의 전시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트리엔날레 출품작을 관람하며,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세요!
참여 인원 : 회당 20명
신청 방법 : 현장 예약(선착순)

It is a theme-oriented exhibition 
introduction program with the art 
director and curators. Enjoy the 
special dates with the Triennale 
entries!
Participants: 20 people per session
How to make a reservation: At the 
scene, first-come, first-served.

일시
Date/Time

10.6.수. Wed, Oct 6 
14:00~15:00

10.6.수. Wed, Oct 6 
15:00~16:00

10.13.수. Wed, Oct 13 
14:00~15:00

10.20.수. Wed, Oct 20 
14:00~15:00

10.27.수. Wed, Oct 27 
14:00~15:00

11.3.수. Wed, Nov 3 
14:00~15:00

NO

01

02

03

04

05

06

장소
Venues

<재생1 탄약>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재생2 와동>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재생1 탄약>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재생2 와동>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재생3 아카이브> 홍천미술관
Hongcheon Art Museum

<재생4 스트리트> 홍천중앙시장
Hongcheon Joongang Market

진행
Program hosts

김성호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김성호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임수미 수석큐레이터
Chief Curator  
Soo-Mi LIM

김한별 큐레이터
Curator 
Han-Byul KIM

정주희 큐레이터
Curator 
Ju-Hee CHUNG

김숙경 커뮤니티 
프로젝트 매니저
Community Project Manager 
Sook-Kyung KIM

트리엔날레 나이트 
Triennale Night

홍천의 가을 저녁,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에서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예술과 
함께하는 가을밤 산책은 낯설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참여 인원 : 회당 20명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 예약
참가비 : 무료, 5,000원
Starting in an autumn evening of 
Hongcheon, enjoy the work of the 
Gangwon Triennale 2021 at the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and 
Wadong Branch School. The autumn nigh 
walk with art scene will provide  
a refreshing and memorable moment.
Participants: 20 people per session
Register method: advance reservation by 
online Price: Free, 5,000 Won

일시
Date/Time

10.9.토. Sat, Oct 9 
18:00~19:00

10.16.토. Sat, Oct 16 
18:00~19:00

10.23.토. Sat, Oct 23 
18:00~19:00

10.30.토. Sat, Oct 30 
18:00~19:00

NO

01

02

03

04

장소
Venues

<재생2 와동>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재생1 탄약>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재생2 와동>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재생1 탄약>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진행
Program hosts

김성호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임수미 수석큐레이터
Chief Curator  
Soo-Mi LIM

김한별 큐레이터
Curator 
Han-Byul KIM

김성호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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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 투어 Docent Tour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모든 전시장에서 매일 도슨트 투어를 
진행합니다. 전문 도슨트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은 여러분을 
현대미술의 흥미로운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운영 기간 : 2021. 9. 30.(목) ~ 11. 7.(일)
운영 시간 : 11:00, 13:00, 15:00, 17:00
운영 장소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4개 전시관
참여 인원 : 회당 20명
신청 방법 : 현장 예약(선착순)

인증샷 투어 Selfie tour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마련한 특별한 전시 투어 이벤트! 4개 
전시장을 모두 관람한 후,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공식SNS 
계정을 팔로우해주시고, '#강원국제트리엔날레인증샷'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해주세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운영 기간 : 2021. 9. 30.(목) ~ 11. 7.(일)
참여 인원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관람객 모두
참여 방법 : 각 전시관별 관람 완료 후 휴대폰 인증샷 
촬영(본인 포함) → 4개 전시장 인증샷을 나의 SNS에 업로드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기념품 받기

The Gangwon Triennale 2021 provides a docent tour every 
day at all four exhibition sites. A friendly and interesting 
explanation by a professional docent will guide you to an 
interesting contermporary art scene.
Period: Thu, Sep 30, 2021 ~ Sun, Nov 7 (Closed every Tuesday)
Time: 11:00, 13:00, 15:00, 17:00
Venues: Gangwon Triennale 2021, Four exhibition halls
Participants: 20 people per session
Register method :Field reservation  
(first-come, first-served)

A special exhibition tour event organized by the Gangwon 
Triennale 2021! Please take a look at all four exhibition 
sites and upload a proof shot on SNS. We give souvenirs to 
everyone who participates.
Period: Thu, Sep 30, 2021 ~ Sun, Nov 7
Participants: All visitors to the Gangwon Triennale 2021
How to participate: Take a photo after viewing each exhibition 
site(including yourself) → Upload photos of four exhibition sites 
on my SNS → Receive souvenirs for the Gangwon Triennale 
2021

하이! 트리엔날레
Hi! Triennale

영어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원어민 
영어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지금, 잠시나마 해외 미술관 
투어를 떠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참여 인원 : 회당 10명(7세 이상)
신청 방법 : 현장 예약(선착순)

It is an English tour program for all 
interested children, students, and 
foreigners. For those of you who 
have difficulty traveling abroad due 
to Corona Pandemics, we give you 
a special experience of going on an 
overseas art museum tour.
Participants :10 people per session 
(over 7 years of age)
Register method :on-site reservation, 
first-come, first-served.

일시
Date/Time

10.14.목. Thu, Oct 14 
14:00~15:00

10.21.목. Thu, Oct 21
14:00~15:00

10.128.목. Thu, Oct 28
14:00~15:00

11.4.목. Thu, Nov 14 
14:00~15:00

NO

01

02

03

04

장소
Venues

<재생3 아카이브> 홍천미술관
Hongcheon Art Museum

진행
Program hosts

고진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Assistant Curator  
Jin Young Koh

부수무지 랑가
Vusumuzi Langa

고진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Assistant Curator  
Jin Young Koh

부수무지 랑가
Vusumuzi Langa



온라인  
프로그램
ONLINE
PROGRAM

GANGWON TRIENNA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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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시
ONLINE  
EXHIBITION 

ONLINE EXHIBITION

In the post-pandemic era caused by COVID-19, ‘Online Exhibi-
tion’ will be presented together with offline exhibitions during 
the event in the ‘Gangwon Triennale 2021 Official YouTube 
Account’ and ‘Online Exhibition on the Homepage’ section. This 
content is a video service created for audiences who have not 
been able to find the exhibition site or want to see the exhibition 
again. The artistic director's commentary text was recorded 
by Insooni, an honorary ambassador, curators, and children at 
Haemil School in Hongcheon.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
서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도 ‘강원국
제트리엔날레2021 공식 유튜브 계정’과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시’ 
섹션에서 함께 선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전시 현장을 찾지 못했거
나 다시 전시를 보고자 하는 관객을 위해 만든 동영상 서비스입니
다. 예술감독의 작품 해설 텍스트를 인순이 홍보대사와 큐레이터
들 그리고 홍천의 해밀학교 어린이들이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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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웹진
CRITICAL  
WEBZINE

Purpose
Gangwon Triennale 2021 operates a critical webzine to promote 
art criticism led by a local young critical group and to produce 
and mediate various critical discourses about the Triennale. We 
plan to increase th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viewer,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mediators, by composing 
the contents of various themes related to the 'Triennale'.

Overview
Period: 2021. 8. 10 ~ 11.10 (3 months)
Number of publications: A total of 10 times during the opera-
tion period
Publication Media: Gangwon Triennale 2021 website

Crtitics: Critical group Hongcheon
Jeong-han-ul PARK, Chan-hui LEE, Su-Jeong PARK, Hwi-
young SEO, Seo-Jin PARK, Harim OH, Suyeon AN, Eunhee
HEO, Chul-Kyu CHO, Sa-Ryang PARK (10 critics)

취지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은 지역 청년 비평 그룹이 주축이 된 비
평 활성화를 도모하고 트리엔날레에 관한 다양한 비평적 담론을 
생산, 매개하기 위해서 비평 웹진을 운영합니다. 본 행사 개최 전
부터 ‘트리엔날레’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담아 구성해 
문화 예술 매개자를 비롯한 일반 관객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 개요

운영 기간 : 2021. 8. 10~ 11.10 (3개월)
발간 빈도 : 운영 기간 중 총 10회
발간 매체 :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 홈페이지

필진: 비평 그룹 홍천

박정한울, 이찬희, 박수정, 서휘영, 박서진, 오하림, 안수연,  
허은희, 조규철, 박사량 (10인)

주요내용 
Detailed contents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프레스콜 탐방
The critical review of the press call, Gangwon Triennale 2021

개막 한 달 전에 개최되었던 프레스콜 행사를 참관하고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전시 상황과 전시 개막을 진단하는 비평
Attending the press conference one month before the opening of
the Gangwon Triennale 2021 and critical outlook.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현장 리뷰 및 관람객 연구
Reviews on the Gangwon Triennale 2021 site visit and visitor research

트리엔날레의 전시 현장인, 재생1, 재생2, 재생3, 재생4의 현장을 박서진 탐방하고  
관람객 인터뷰를 거쳐 구성한 비평적 리뷰
Critical review composed by visiting the sites of Revitalization 1 to
Revitalization 4 of the Gangwont Triennale and interviewing visitors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성과와 반성
Achievement of the Gangwon Triennale 2021 and critical reflection

예술감독과의 인터뷰 및 비평가 그룹 좌담을 통한 비평
Criticism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artistic director and a
discussion with the critics' group

국내외 국제전 대비 강원국제트리엔날레의 위상과 역할
The status and role of Gangwon Triennale2021 compared to other
international exhibitions.

심층 사료 연구와 현장 연구의 접목을 통한 비평
Criticism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depth feed research and field research

필자
Critics

박정한울
이찬희
Jeong-han-ul PARK
Chan-hui LEE

박수정
서휘영
박서진
Su-Jeong PARK
Hwi-young SEO
Seo-Jin PARK

오하림
안수연
허은희 
Harim OH
Suyeon AN
Eunhee HEO

조철규
박사량
Chul-Kyu CHO
Sa-Ryang PARK

NO

1 – 2

3 – 5

6 – 8

9 – 10

콘텐츠 구성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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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METAVERSE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Metaverse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Metaverse (the compound 
word of meta, which means virtual and transcendence, and the 
universe, which means space, meaning three-dimensional virtual 
reality) was planned and created to encourage the visits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to build a virtual space of Gangwon In-
ternational Triennale 2021 in addition to the on-site exhibi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virtual world. 

The metaverse, a new experiment by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was created against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the venue for Revitalization 1. As you enter 
the virtual space, you can view The Secret of Evolution: #J-6 - 
Natural, Embracing the Human and Mechanical by Jinwoo Kim, 
Tree of Peace 2 by Oksang Lim, 2068 by Youngsun Lim, Junk Life 
by Jiyeon Lee, Re_Placeness, Digital Data & Time to Come by 
Jung Gyo Lee, A Night Looking Down at the Stars by Eun Phil 
Cho, Wave wine bottles by Byung chul Cho, Coloring to the ob-
ject by Hyeryena Jung, Eternal Light – Garden of Cosmos by Ho 
Han, Sweet fatty by Kyungsoo Byun, Sprout of Life by YoHan Ko, 
and Reflection of Crops by Tae Kyu Jeong. 

Unfortunately due to the time constraint and lack of understand-
ing of the metaverse, some works were implemented only as 
images. Yet, this first attempt to realize the exhibition in a virtual 
space is all the more meaningful and significant for me.

* Please Search Gangwon Triennale 2021 on the ZEPETO app.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메타버스

빠르게 급변하는 가상공간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행사
의 가상공간 구축을 통해 현실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에서의 전시공간을 구축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상세계를 구
성하고 젊은 층의 행사 유입을 이끌고자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 메타버스(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
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현실
을 의미함)’가 기획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메타버스’는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재생1 행사장인 탄약정비공장을 배경으로 구성하여 가상공간에 
들어가면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는 김진우 작가의 ‘진화의 비밀: 
#j-6-자연, 인간과 기계를 품다’ 와 임옥상 작가의 ‘평화의 나무 2’
을 시작으로 임영선 작가의 ‘2068’ 이지연 작가의 ‘쓰레기 생명’, 이
정교 작가의 ‘새로운 장소, 디지털 정보 그리고 다가올 시간’, 조은
필 작가의 ‘별을 내려다보는 밤’, 정혜례나 작가의 ‘색을 입히다’, 
조병철 작가의 ‘웨이브 와인 보틀즈’, 한호 작가의 ‘영원한 빛 우주 
정원’, 변경수 작가의 ‘달콤한 뚱땡이’, 고요한 작가의 ‘생명의 싹’, 
정태규 작가의 ‘작물의 반영’ 등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간적 압박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작품은 이
미지로만 구현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
큼 그 의미는 남다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제페토 앱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검색

 정진석 Jinseok JEONG
 강원국제예술제 사업운영팀 차장
 Deputy head, Planning & Management Team, Gangwon Triennale  
 Executive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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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 할 수 없는 일

홍보의 꽃은 무엇일까. 나는 단연코 ‘프레스콜’이라 말하겠다. 
최고의 미술 전문기자들을 수도권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까지 
오롯이 내 힘으로 모셔오는 일. 홍보담당자에게 프레스콜 보
다 긴장되는 업무는 없다. 행사 날,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퍼붓
던 소나기까지 축복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간담회장을 가득 채
워준 기자들과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덕분이었다. 이 날의 
르포 기사들은 메인 포털사이트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랐고, 
홍보팀은 수 천 개의 댓글을 선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비엔날레 기획기사에 ‘강원트리엔날레’가 함께 언급된다. 이
런 경험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가 가장 중요하
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홍보의 꽃은 결국 사람이다.  

강원트리엔날레는 2년 전 첫걸음마를 뗐다. ‘비엔날레’는 들
어봤어도 ‘트리엔날레’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나무(Tree)와 
관련 있는 산림청 축제로 오인하는 건 예사다. 어떻게 알릴
까. 첫 번째 전략은 ‘키워드’ 활용. ‘노마딕(유목형)’, ‘주민협업’
과 ‘따스한 재생’까지 우리만의 단어들을 수집하고 알렸다. 지
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웃음) ‘세계 유일 분단국가(도)에서 
펼치는 평화예술의 향연’은 당연히 외신들의 이목을 끌기 위
한 장치였는데 독일 슈피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해외 유
수의 언론사들의 취재로 이어져 우리 팀을 뿌듯하게 했다. 

홍보팀은 강수연 코디네이터와 나, 두 명이다. 24개의 홍보 
카테고리를 만들어 도장 깨기 하듯 일했다. 인순이 씨를 홍
보대사로 위촉했고(감사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함) 공식 
MV를 만든 일,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전시장 밖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시도, SNS 게시물을 1.5배로 늘리고 평범한 
홍보물이 싫어서 디자이너까지 섭외한 것 모두 최고의 홍보
를 향한 전력 질주의 증거다. 

끝으로 ‘아비정전’ 첫 장면에서의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
가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2021년 가을은 강원
국제트리엔날레가 열렸던 홍천의 특별한 기운으로 생생히 
기억될 것 같다. 

 한수지 Sooji HAN
 강원국제예술제 홍보팀 
 PR team, Gangwon Triennale Executive Office

Something anyone can do,  
but not anyone can do well

What is the gem of public relations? I can confidently say a 
press call. Bringing the best and the brightest art journalists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Hongcheon, Gangwon-do, 
all with my efforts, nothing would be more stressful for a 
PR manager than a press call. Even the heavy rainfall on 
the day of the press call toward the end of summer felt 
like a blessing, thanks to the journalists and the cameras 
of numerous media outlets packing the conference hall. 
The new articles covering the press call ranked the most 
viewed news on the main portal site, and the thousands 
of comments posted on that day came as a gift to the PR 
team. Now, Gangwon Triennale is mentioned in any news 
articles addressing biennale. Through these experiences, 
I have come to see once again that the warmth that flows 
between peopl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So, at the 
end of the day, the gem of public relations is people.

Gangwon Triennale took its first step two years ago. Most 
people may have heard biennale, but probably not many 
would know Triennale. We are easily mistaken for a festival 
related to the Forest Service, which has something to do 
with trees. The first strategy we adopted to let people know 
Triennale is to use keywords. We have collected and ad-
vertised our own words, such as 'nomadic,' 'collaboration 
with residents, ' and 'warm revitalization.’ Now, three is not 
a single person who doesn’t know what Triennale is (laugh-
ter). The ‘festival of peace and art in the only divided prov-
ince in the only divided country of the world’ was for sure 
devised to attract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media and 
led to extensive coverage by leading international media 
outlets such as Germany's Spiegel and the Financial Times 
of the UK, greatly rewarding the PR team. 

The PR team has only two members, Suyeon Kang, the 
coordinator, and me. We created 24 PR categories and 
tackled them as if completing a quest. In addition, Insooni, 
a household name in Korea, was appointed as Promotional 
Ambassador. Words cannot express how grateful I am for 
her participation. The official music video, communica-
tion with the audience outside the venues via the online 
platform, the number of social network posts increased to 
150%, and even a designer hired to create excellent PR ma-
terials, all these testify our unsparing effort and dedication 
for the best publicity.

Last but not least, the autumn of 2021 will be vividly remem-
bered even years later with the unique vibe of Hongcheon 
just as 3 PM on April 16th, 1960, in the first scene of Days of 
Being Wild.

홍보 Promotion홍보
PUBLIC RELATIONS

GANGWON TRIENNA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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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COMMENT

홍천의 새로운 희망

2019년 홍천군에 입사하여 강원작가전2019, 강원키즈트리
엔날레2020, 강원국제예술제2021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많
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모든 일들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이 일을
통해서 만났던 모든 인연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
니다. 2019년 처음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를 접하였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랜시간동안 비어 있던 공간은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생기가 넘치고 
아주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변하였고 이곳에서 홍천의 새로
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신 김영민 감독님,
한젬마 감독님, 김성호 감독님과 큐레이터님들께 무한한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술제라는 씨앗을 홍천에 뿌려주신 강
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 신지희 실장님을 비롯
한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산 San KANG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강원국제예술제 TF팀 
 Gangwon Triennale Task Force Team, 
 Culture and Sports Department, Hongcheon-gun 

예술이 지역을 살린다

인간은 자연속에 있다, 예술은 지역자원을 발견한다.
있는 것, 버려진 것을 살려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큰주제 3개를 이념적 가치를 목표로 추진한 일본 에치고츠마
리 지역의 대지의 예술제를 보고온지 4년만에 홍천에서는 강
원도, 강원문화재단, 홍천군, 홍천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한 
강원국제예술제는 홍천에 새로운 희망과 지역의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지역의 새로운 인적자원, 주민협업, 버려진 유휴공간이 새로운 
모임의 공간,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떠나간 지역 사람이 
다시 옛 고향의 추억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예전까지 폐교는 말 그대로 문닫은 학교, 아무도 찾지않는 공
간, 수풀과 쓰레기가 쌓이고, 서서히 시골 노인과 같이 늙어가
고 망가져가는 학교로 남아 있어지지만, 아직까지 시골에 생
소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볼거
리, 체험거리를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지
켜보며, 다시 살아나는 학교로 변신하여 다시 가고 싶은 학교
로 만들어 졌다.

강원작가전2019,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강원국제예술제
2021을 개최하면서, 내가 어쩌다 이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
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노
력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싶다.

 허성만 Sung-Man HEO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강원국제예술제 TF팀장 
 Gangwon Triennale Task Force Team Leader, 
 Culture and Sports Department, Hongcheon-gun 

Art revives a region

Man is in nature. Art discovers local resources.
It creates new values   by revitalizing and using what has been 
there and what has been thrown away. 
After four years since my visit to the Echigo-Tsumari Trien-
nale in Japan, which promotes three main themes focusing 
on ideological value, the first edition of Gangwon Triennale 
was born in Hongcheon through the collaboration among 
Gangwon-do,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Hongc-
heon-gun, and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Gangwon 
Triennale has granted Hongcheon an opportunity to discover 
new hope and local values.
were utilized, collaboration with residents took place, and 
once abandoned, idle spaces were transformed into new 
gathering places and community spaces, and more than 
anything else, a space where those who left the region can 
immerse themselves in the fond memory of their hometown 
once again.
The closed branch school had been literally closed with 
no one to visit and only bushes and garbage piled up. The 
school was slowly getting old and decrepit, just like an 
old man in the countryside. But,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n art space standing out in a rural area to offer fresh 
energy and vitality, as well as things to watch, enjoy, and 
experience. Now, the school is all lively again that anyone 
wants to go. 
I still do not know how I came to be part of this project, yet I 
can confidently say and recognize myself that I’ve done my 
best and have worked harder than anyone for the success-
ful hosting of Gangwon Artists Show 2019, Gangwon Kids 
Triennale 2020, and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New Hope in Hongcheon

The countless faces I have met and worked with since 
I joined Hongcheon-gun and was made responsible for 
Gangwon Artists Show 2019, Gangwon Kids Triennale 2020, 
and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flash before my 
eyes. 

I have enjoyed every moment and experience and truly 
value all the relationships I have formed through the years. 
I still vividly remember when I first went to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and the Wadong branch 
school in 2019. The space, which had been left empty and 
unattended for a long time, was strange and even scary. 
But they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lively and very inti-
mate cultural space, offering hope for Hongcheon.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Chief Curator 
Youngmin Kim, Artistic Director Jemma Han, Artistic Direc-
tor Sung-ho Kim, and the curators for their infinite passion. 
Also, I want to sincerely thank Jihee Shin, the head of the 
Operation Office at Gangwon Triennale, and all the staff 
members for planting the seed of the art festival in the land 
of Hongcheon.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바라보며

올해도 강원도 홍천군의 여름은 분주했다. 국제트리엔날레
를 준비하는 작가들의 땀방울과 행사장을 조성하는 분들의 
목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작품들은 더욱 풍성해졌고 홍천군민들의 관심 또한 짙어졌으
며 시장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군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갔다. 

전년도에는 키즈트리엔날레로 미래의 작가들에게 꿈과 희망
을 주었다면 올해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작품들로 구성되어 한층 그 깊이가 더해진 느낌이다.

강원국제예술제는 올해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3년간의 행사를 통해 남아있는 작품들은 문화유산으로 보존
하되 홍천만의 정체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
지로 거듭나길 희망해본다.

 유승훈 Seunghoon YOO
 (재)홍천문화재단 문화예술부 진흥팀장
 Culture and Arts Promotion Team Leader,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Looking forward to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2021

Hongcheon-gun, Gangwon-do spent another busy summer. 
With the artists preparing tirelessly for Gangwon Interna-
tional Triennale and the voices of the people setting up the 
venues, Hongchen was full of energy and vitality. 

With the growing number of artworks, the interest of the 
Hongcheon residents grew deeper.

Including markets in its venues, Gangwon International 
Triennale intimately engaged the residents. 

While previous year’s Kids Triennale instilled dreams and 
hope into the artists of the future, this year’s exhibition has 
added depth by presenting artworks not just for children 
but also for adults. 

Gangwon Triennale’s journey is coming to an end this year. 

I hope that the artworks left by the three-year journey of 
Gangwon Triennale will be preserved as cultural heritage 
and enriched with the unique identity of Hongchoen to help 
Hongcheon emerge as a new center of culture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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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축제
첫 3년 대장정을 마치며

올림픽 문화 유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 레거시 사업추진이 결정되면서 
강원도적인 새로운 시각예술행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지자체마다 2~3개의 행사가 개최되는 비엔날레라는 대단
위 국제시각행사를 강원도에서 유사한 형태로 지속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더불어 그렇다면 대안적 형태는 무엇
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결론은 강원도의 자연과 
유휴공간 활용,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제의 개최였다.

강원도는 남과 북,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
아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단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는 곳이며, 인구절벽, 공동화, 빈집은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커다란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저출산
과 더불어 젊은이들이 강원도를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
으며 군대마저 접경지에서 후방으로 배치되면서 군유휴지와 
함께 군인 대상 상업의 몰락과 이에 따른 지역의 경제력 상실
은 또다시 지역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현안을 예술로 풀어보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이 바로 강원국제예술제의 출발점이었다.

참여적, 공공예술적, 지속적 축제  

2019년 2월 강원국제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해 강원국제예술제로의 추
진 계획에 대한 방침 보고와 함께 7월 강원국제예술제 추진
계획 좌담회 ‘강원국제예술제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여 강
원국제비엔날레에서 강원국제예술제로 개최 방침 변경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향과 구체적 사업계획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강원도 전역에 대한 심층연구와 중장기 공공예
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3년 주기 18개 시군 순회 트리엔
날레로 행사의 방향이 변경되었으며 행사의 비전 또한 현대
미술을 담론으로 하는 비엔날레의 목표에서 강원도 전역의 
예술공원화와 관광화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되었다.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실 있는 시각예술행사의 필요성
은 참여적, 공공예술적, 지속적 행사 개최로 방향을 설정하
게 하였다. 개최 장소는 한 시군만 치우침이 없이 18개 시군
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며 3년 동안 그 개최지에
서 매년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는 시각예술을 통
한 지속적 결과물을 남기는 프로젝트였다.

공감과 연대,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실험의 실현

강원도 18개 시군대상 강원국제예술제 개최 신청 공모의 열

Festival of Us All Concluding the First 
Three Years

Cultural Legacy of the Olympics 

Afte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decision 
was made to continue the legacy of the Olympics through 
a cultural legacy project, raising the need for a new visual 
art event capturing the uniqueness of Gangwon-do. An 
extensive discussion went on as to whether Gangwon-do 
needs to continue with a large-scale international visual art 
event of biennale where each local authority holds two or 
three events each and, if not, what an alternative format it 
should take. Finally, the conclusion was drawn to use Gang-
won-do’s nature and idle space and hold the art festival in 
collaboration with the Gangwon residents.

Gangwon-do is the only divided provinc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pains of the national division and the scars 
of the inter-Korean war are still vivid. It is also aging at the 
highest pace in Korea, and the demographic cliff, depopula-
tion, and empty houses are also major social problems fac-
ing Gangwon-do. The low birth rate, combined with young 
people leaving Gangwon-do for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military bases relocated from the border to the rear, 
have generated idle space from the former military site and 
resulted in the decline of the businesses serving the army. 
This has been translated into the loss of economic vitality, 
leading to further depopulation. Gangwon Triennale was 
conceived as part of the solution to address these issues.

Engaging, Public Art-Focused, Ongoing Festival

In February 2019, the Steering Committee of Gangwon Tri-
ennale held its first meeting. In the same year, the plan to 
host Gangwon Triennale was reported. In July, Gangwon 
Triennale Soaring to New Highs, a talk on how to implement 
Gangwon Triennale, was held to share the concrete plan and 
project plan regarding the transition from Gangwon Biennale 
to Gangwon Triennale. Gangwon-do set a new goal and a 
format; in order to carry out in-depth research on the entire 
Gangwon-do and mid-to-long-term public art project, a trien-
nale format was adopted to travel around eighteen cities and 
counties of the province for three years, and the focus was 
shifted from contemporary art to turning the entire province 
of Gangwon into a massive art park and tourist attraction. 
In order to make it a collaborative and inclusive visual art 
event created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Triennale was 
envisioned to be engaging, public-art-focused, and ongoing. 
The venue was to be selected through an open call among 
all eighteen cities and counties. The host city or county holds 
art events annually for three years while generating lasting 
visual art outcomes in the region.

Empathy, Solidarity, New Challenges and Experiments

The fierce competition in the open call for Gangwon Trien-
nale among the eighteen cities and counties testified how 
much Gangwon-do needed such an event. In August 2019, 
Hongcheon-gun, which presented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in Gyeolun-ri abandoned for two de-
cades, and the beautiful Wadong branch school closed in 
2015, was selected as the venue for Gangwon Triennale. In 
the same month, Youngmin Kim, art critic, was selected as 

띤 경쟁은 이 행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였다. 2019년 8
월, 20년간 비어있던 결운리 탄약정비공장과 2015년 문을 닫
은 아름다운 와동분교를 공간으로 제시한 홍천군이 최종 개
최지로 선정되었고 같은 달, 2019년의 강원작가전을 맡아 기
획할 총괄기획자로 김영민 평론가가 선정되었다.

‘풀 메탈 자켓, 자유와 관용의 딜레마- 총알 대신 물감’이 열
린 것은 그 후 3달 후였다. 탄약정비공장이라는 군 유휴공간
의 재생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 구축 및 지역의 정체성 확립
에 주안점을 둔 1차년도 행사는 군, 관, 민, 주민이 함께 만들
어 낸 지역 예술제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였다. 15일간의 전
시기간 동안 10,002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200건
이 넘는 언론보도를 기록하는 등 의미있는 출발을 이루었다.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 준비를 시작하던 봄,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발하였다. 어린이 예술교육자이자 작
가, 한젬마 크리에이터를 예술감독으로 선정했다. 코로나 대
응 단계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핸드폰에 날아오는 
안전안내 문자의 지역 확진자 동향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어린이 행사를 이 시국에 굳이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사명감으로 예술을 매개로 서로가 공
감하고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의 최
대 희생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는 현장과 함께 온라인으
로 동시 기획되었다. 코로나 정국이었기에 국내외 많은 미술
관과 기획자들이 작가의 추천과 축하 메세지를 더 적극적으
로 보내주었다. 작가들은 아티스트박스와 체험영상 제작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시 형태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
고 번거로운 과정을 함께해주었다. 상호 연결과 확장을 통하
여 현재를 극복하며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이고 실질적인 미
술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담아내려는 상상과 노력이 실현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13,859명의 관람객과 4만회 이상의 
온라인 방문조회수, 540건의 언론보도를 기록하며 코로나 
시대의 강원키즈트리엔날레를 마쳤다.

이제 3차년도,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미술평론가 김성호 
예술감독과 4개의 공간별 8명의 기획자와 대륙 커미셔너, 역
대 최다, 최고 기획자가 구성되었고 39개국의 139명의 작가
가 참여하는 대단위 국제 행사가 마련되었다. 16미터 높이의 
로켓모양 키네틱 아트가 탄약정비공장에 우뚝 서 홍천의 랜
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태규 작가의 파빌리온형 건축
물, ‘작물의 반영’과 말풍선 연못은 와동분교의 지역 사랑방
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행사 기획 단계부터 결운리와 와동리 주민분들, 홍천시장 상
인회 등 지역민의 참여와 열정이 이어졌으며 강원도의 가족
분들이 강원도의 작가와 함께 에코아트캠프를 통해 대형 작
품을 만들었다. 

the chief curator of the Gangwon Artists Show 2019. 

Three months later, Full Metal Jacket, the Dilemma of 
freedom and tolerance – Pigment Instead of Ammunitions 
was held. The first year’s show, with its focus on building 
culture and art space and reestablishing the local identity 
through the regeneration of the idle space from the for-
mer military site, set a great example of a local art festival 
created collaboratively by the government, the military, 
the private sector, and residents. One thousand and two 
visitors viewed the exhibition open to the public for fifteen 
days, and the show received over two hundred media 
coverage. 

In the spring of 2020, when we were busy preparing for 
Gangwon Kids Triennale 2020, COVID-19 broke out. Jem-
ma Han, who is a children’s art educator, and writer, was 
appointed the artistic director. The level of 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affected our day-to-day lives,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the region shared 
via a text message had wide-ranging implications o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as a whole. Some 
criticized us for holding events for children in such a time. 
Yet, we all agreed that what we needed more than any-
thing else in such a time was art and decided to move on, 
facilita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through 
art. The event for children, who had to make the biggest 
sacrifice, took a hybrid approach, presenting itself via the 
online platform as well as on-site. We received countless 
heartfelt congratulations and great ideas for participat-
ing artists from museums and curators from home and 
abroad at the peak of the pandemic. Artists were more 
than willing to embrace a new form of exhibition utterly 
different from any other exhibitions, such as artist box 
and experience video creation and dedicated themselves 
throughout the process. It was like a miracle where all 
the imaginations and unsparing efforts came true to put 
everything into the educational and substantial art for 
children while overcoming the present obstacles through 
interconnection and expansion. Gangwon Kids Triennale 
was successfully concluded with 13,859 visitors, more 
than 40,000 online visits, and extensive media coverage of 
over 540 articles despite the coronavirus pandemic. 

In the third year, we present Gangwon International Tri-
ennale 2021, a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 with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art critic, and the largest and by 
far the best curatorial team of eight curators covering 
four venues, the commissioners from Europe and Africa, 
and one hundred thirty-nine participating artists and 
collectives from thirty-nine countries. The 16-meter-tall 
rocket-shaped kinetic art stands at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serving as a landmark of Hongc-
heon, while the pavilion-like architecture of artist Tae Kyu 
Jeong, Reflection of Crops, and the speech bubble pond 
will welcome anyone to Wadong branch school, which 
will become the most-loved gathering place of Hongc-
heon.

The participation and enthusiastic support of residents of 
Gyeolun-ri and Wadong-ri and the members of the Hong-
cheon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have been con-
sistent throughout the process from the planning stage. 
The family members of Gangwon-do built a large-scale 
artwork through the eco-art camp in collaboration with 
the artists from Gangwon-do. 

I hope that as life breathed into a dead branch turns it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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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가지에 다시 푸르른 생명이 돌 듯, 예술을 통한 심폐소
생으로 유휴공간에 생기가 돌고 마을주민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곳, 홍천의 탄약
정비공장과 와동분교의 따스한 재생이 계속 계속 이어지기
를 기대한다. 

 신지희 Jee Hee SHIN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 실장
 Head of Gangwon Triennales Executive Office

greenery, art resuscitates idle space, attracting residents 
and making children laugh and thereby continues the 
warm revitalization of th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factory and Wadong branch school of H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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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DESIGN

GANGWON TRIENNALE 2021

아이덴티티 디자인
Identity Design

The official poster of Gangwon Triennale 2021 is expressed and 
highlighted in the theme of the Triennale, Warm Revitalization. The 
letters in the middle of the poster are the translated images of the 
first part of the keywords, WARM. The soft, expanding images of 
the letters represent the blossoming and reviving energy of life. 
Hot pink that signifies restoration, rebuilding, and regeneration is 
used as the primary color to convey the fresh vitality and the spirit 
of revitalization toward the future, as well as the healing of the 
catastrophic time of the present.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공식 포스터는 전시 주제인 ‘따스한 재생
(Warm Revitalization)’의 의미를 살려 만들었다. 회복, 재건, 재생을 
상징하는 핫핑크(빨간색)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여, 현재 재난의 시
기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활력과 재생의 기운을 따스한 
색으로 담아내고 있다. 포스터 가운데의 빨간 글자는 전시 키워드 
‘WARM’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부드러운 글씨체를 확장하는 이미
지로 만들어 삶의 에너지를 새롭게 꽃피우고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시 주제의 영문을 활용한 배경의 글자 조각은 패턴화하여 
분리, 생성되는 치유의 과정을 상징하며, 회복과 재생의 의지를 곧
은 글씨체를 이용해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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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dentity Application

Color Palette Typography

Hot Pink
Pantone 191C
# FF2A73

White
#FFFFFF

Black
K 100%
#000000

전시 주제의 영문을 활용하여 배경의 글자 조각으로 패턴화했고, 이를 통해 분리, 생성
되는 치유의 과정을 상징하고자 했다. 서체로는 회복과 재생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곧은 글씨체를 활용했다. 확장하고 변형되어 나타나는 글자의 모습을 통해 현재의 힘
든 시기를 극복하고 삶과 예술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The English words of the theme were turned into patterns to symbolize the process of 
healing: separation and generation. The straight calligraphic font is used to demonstrate 
the commitment to restoration and revitalization. The expanded and transformed images 
of the letters capture the determination to overcome the challenging time confronting us 
and pursue the transformation of life and arts.

국문: 산돌고딕 네오 볼드, 헤비 

영문: Univers 67 Condensed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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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따스한 재생
2021.9.30 ‐11.7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홍천미술관
홍천중앙시장

주최  강원도
주관  홍천군, 강원문화재단, 홍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신한은행,  
 파버카스텔, 크라운해태,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삼양원동문화재단, 
 네오룩, 강원도립대학교, 지엠젯, 미술주간 
미디어 후원  월간미술, 아트인컬쳐, 퍼블릭아트, 서울아트가이드
협력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영상학회,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강원도지사 최문순
홍천군수 허필홍 

(재)강원문화재단 이사회   
이사장  강금실
대표 이사  김필국 
이사  김창규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재한 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류종수 강원도문화원연합회장
     최광철 前원주시 부시장
     심은섭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유원용 경복대학교 교수
     백송희 손곡리 마을축제 사무국장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철균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부위원장  하계훈 미술평론가
위원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김기동 철암탄광역사촌 관장
      김인순 (사)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 지회장
      한영선 강원도 문화예술과장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배태수 홍천군 문화체육과장
      김세호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                                 
운영실장 신지희 
사업운영팀 차장 정진석 
사업운영팀 한수지, 장남호
행정지원팀장 서하나
행정지원팀 이채영
코디네이터 강수연, 이연수
인턴 조동준, 정가람, 이진석

홍보대사                                              
인순이

큐레토리얼 팀
예술감독 김성호
수석큐레이터 임수미
큐레이터 김한별, 정주희
커뮤니티 프로젝트 매니저 김숙경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고진영, 박수정, 심연정
커뮤니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박주희
커미셔너 아담 클림작(폴란드), 아마라치 오카포(나이지리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재생1 큐레이팅 임수미, 고진영
재생2 큐레이팅 김한별, 박수정 
재생3 큐레이팅 정주희, 심연정
재생4 큐레이팅 김숙경, 박주희
국내 학술 컨퍼런스 김성호, 김한별, 박수정
국제 학술 컨퍼런스 김성호, 정주희, 심연정
체험 프로그램 김숙경, 김도아, 박주현, 신지수, 윤주태, 이지원, 이란표, 
김관순, 김연옥, 장명화
에코아트 캠프 서하나, 이채영, 이연수, 이호영, 양순영, 정혜례나, 신세례, 
이동학, 함춘미, 이상학 & 이수, 심현민, 장해준, 박서연, 김선진, 김소민, 
이건호, 박윤선, 김서윤, 정현, 고준, 성가현, 하이경, 홍정민, 백채은, 
김해솔, 김현우 외 참가자 가족 
메타버스 신지희, 정진석
아티스트 워크숍 임수미, 김한별, 정주희, 김숙경, 허성만, 강산, 정진석, 
장남호, 한수지, 조동준, 정가람, 이진석  
전시 투어 프로그램 김성호, 임수미, 김한별, 정주희, 김숙경, 고진영, 
부수무지 랑가
비평웹진 김성호, 박정한울, 이찬희, 박수정, 서휘영, 박서진, 오하림, 
안수연, 허은희, 조규철, 박사량 
온라인 개막식 신지희, 서하나, 이채영, 이연수
기자간담회 정진석, 한수지, 장남호, 강수연, 정가람, 허성만, 강산
오디오 가이드 텍스트 김성호
오디오 가이드 녹음 인순이, 정주희, 고진영, 심연정, 박수정, 박주희, 
패트릭 카우프만, 강은주, 김요셉, 번즈린애

도슨트
강혜윤, 김광숙, 김영숙, 민경자, 양혜란, 정순천, 정옥화, 이승원, 김서현

전시장 관리 
재생1 탄약 김영덕(반장), 김영환 김정순 서선옥 이경순 이임순 전찬식 
차영봉 황백범, 오현정, 강지혜, 황순덕, 최강호
재생2 와동 최충식(반장), 김관순, 김연옥, 김옥순, 박태영, 서정민, 왕한진, 
용성미, 용진순, 이금성, 이란표, 이옥연, 이현호, 임애순, 장희정, 조영희, 
차유자, 허성호, 이연경, 방민경
재생3 아카이브 김옥균(반장), 서순옥, 윤성원, 이은숙, 정대신, 조애경, 
천정자, 민경미, 남근영
재생4 스트리트 양은정(반장), 김연희, 김윤순, 김은희, 이종상, 장명화, 
최순희, 양임근, 노신권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과장 한영선
문화산업담당 김종렬 
주무관 유비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과장 배태수
강원국제예술제 T/F 팀장 허성만
학예사 강산
공보실 계장 석미경 

(재)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전명준
운영본부장 허문원
문화예술부장 황병철
진흥팀장 유승훈
진흥팀 이병우, 김해진 
시설팀장 정흥교
시설팀 박영규

홍천 지역 사회                                                    
와동리 2리 이장 박태영
와동1리 이장 박승화
결운 2리 이장 임우필
결운1리 이장 신교인 
태학리 이장 김일수   
검율리 이장 함충도
결운리 부녀회 회장 배기순, 회원 신남순, 박선옥, 김경자, 지수길, 윤옥례, 
고인숙, 박영란, 안영미, 이경희, 김경화, 용세윤
홍천중앙시장 상인회 회장 이병기, 총무 김성완
홍천전통시장 상인회 재무 이진관
해밀학교: 이사장 김인순, 사무국장 이경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홍천별초롱야생화 대표 백학경 
홍천생활개선연합회 송영미.윤현순.전지영.박순자

소장품 대여                                            
대구미술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한국도자재단 
크라운 해태 
지리산 아트팜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도움 주신 분들
디자인 청춘 
번역  이혜림
영상  스튜데뜨
작품 사진  조영하
현장 사진  이원일
드론 사진 이재훈, 강산
홍보물품 디자인  런런레이스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홈페이지  네이처앤드피플 NNP
강원국제예술제 홈페이지, 오디오가이드 QR코드  ㈜이앤지테크
티켓, 아트캠프 운영 (사)문화프로덕션도모
온라인 개막식, 아트캠프 영상 제작  주식회사 스톤키즈 
오디오 가이드 녹음 KT&G 상상마당 춘천 라이브 스튜디오
미디어 엔지니어 아트케이 강호성
영상 및 음향 장비  스카이미디어, 제이엘브이
옥외홍보물  신우광고, 에드케이, 신영인쇄기획
따뜻한잔 재생 카페 운영 강원도립대학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최근표 
교수, 황수빈, 이주희, 전이서, 최정웅, 백은빈, 서은비, 어수빈, 류소정
작품 운송  ㈜티엔엘다산아트
홍천미술관 전시 디자인  다트디자인서울
작품 설치  박대근, 홍천 아트서포터 MAHA: 강선혜, 길일구, 김연만, 
김영숙, 김철호, 문해숙, 박건우, 박상환, 신영재, 이경자, 이완숙, 이옥주, 
이윤희, 이임숙, 이진영, 임순천, 정순천
설치 보조 박태영(반장), 김솔비, 김옥순, 박승화, 용성미, 용진순, 윤주태, 
이금성, 이옥연, 장희정, 차유자, 최충식
행사 평가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융합문화콘텐츠연구소

그 외                                   
㈜휴맵 콘텐츠 이준우 부장, 박준혁 총괄팀장
코리아아트가이드 박재길 대표
카페 홍1000 김숙경 대표
강원문화TV 기자단 홍성욱 
홍천엄마사랑 장수정 대표
삭 갤러리 방콕: 종수왓 앙수바른시리 대표, 촐 야네프라판 큐레이터
(재)환기재단 · 환기미술관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만든 사람들 
People who made Gangwon Trienna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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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Triennale 2021
Warm Revitalization
9. 30.‐11. 7. 2021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Wadong Branch School 
Hongcheon Art Museum 
Hongcheon Joongang Market

Organized by  HongCheon-gun,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Spons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Korea Mecenat Association, Shinhan Bank, Faber-Castell, 
  Crown-Haitai, Hitejinro, Samyang Foods, Samyang Wondong 
  Cultural Foundation, Neolook, Gangwon State University,   
  GMjet, Korea Art Week
Media Sponsor  Monthly Art, Art in Culture, Public Art, Seoul Art Guide
Cooperation  AICA International,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College of Culture, Arts and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overnor of Gangwon-do Moon-Soon CHOI
Hongcheon County Governor Pilhong HEO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Board of Trustees
Chairwoman Kum Sil KANG 
Representative Director Phil Kook KIM
Trustees
Chan Kyu KIM, Head of Gangwon-do, Culture, Tourism and Sports Bureau
Jae Han LEE, The President of the Gangwon-do Federation, FACO
Chan Ho CHOI, Board Chairman, Gangwon Folk Craft Association
Jong Su LYU, Chairman, The Federation of Gangwon Cultural Center
Gwang Cheol CHOI, Former Deputy Mayor, Wonju-si
Eun Seop SHIM,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Hee Seop JUNG, Executive Director,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Won Yong YOU, Professor, Kyungbok University
Song Hee BAEK, Director, Songok-ri Community festival 

Steering Committee, Gangwon Triennales
Chairman Cheol Kyun SHIN, Professor, Dept. Fine Art, Gangwon National University
Vice-Chairman Gye Hoon HA, Art Critic
Committee 
Hye Kyung K, Director, Busan Museum of Art
Ki Dong KIM, Director, Cheoram Coal Mine History Town
In Soon KIM, Branch President, Gangwon branch, Ethnic Artist Association
Young Sun HAN, General Manager, Gangwon-do, Culture & Arts Division
Myoung Jun JEON, CEO,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Tae Su BAE, Chief Manager, Hongchen-gun Culture & Sports Division
Se Ho KIM, General Manager, Hongcheon Office of Education 

Gangwon Triennales Executive Office                                                  
Head Jee Hee SHIN
Deputy head, Planning & Management Team 
Jinseok JEONG,  
Planning & Management Team  
Sooji HAN, Nam-ho JANG
Administration Team leader Hana SEO, 
Administration Team Chae Young LEE
Coordinator Sue Yeon KANG, Yeon Su LEE
Intern Dongjun JO, Garam CHUNG, Jin Seok LEE

Honorary Ambassador                             
Insooni

Curatorial Team of the Gangwon Triennale 2021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Chief Curator Soo-Mi LIM
Curator Han-Byul KIM, Ju-Hee CHUNG 
Community Project Manager Sook-Kyung KIM
Assistant Curator Jin Young KOH, Soo-Jeong PARK, Yun Jung SHIM
Community Project Coordinator Joo-Hee PARK
Commissioner Adam Klimczak(Poland), Amarachi Okafor(Nigeria)

Program Organization and Management                   
Curating, Revitalization1 Soo-Mi LIM, Jin Young KOH
Curating, Revitalization2 Han-Byul KIM,  Soo-Jeong PARK 
Curating, Revitalization3 Ju-hee CHUNG, Yun Jung SHIM
Curating, Revitalization4 Sook-Kyung KIM, Joo-Hee PARK
Academic Conference Sung-Ho KIM, Han Byul KIM, Soo-Jeong PARK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Sung-Ho KIM, Ju-Hee CHUNG, Yun Jung SHIM
Community Program Sook-Kyung KIM, Do-Ah KIM, Ju-Hyun PARK, Ji-Su SHIN, 
Ju-Tae YOON, Ji-Won LEE, Ran-Pyo LEE, Gwan-Sun KIM, Yeon-Ok KIM, Myeong-
Hwa JANG
Eco-Art Camp Hana SEO, Chae Young LEE, Yeon Su LEE, Hoyoung LEE, Soonyoung 
YANG, Hyeryena JUNG, Serye Shin, Donghak Lee, Chumni Ham, Sanghak Lee & 
Soo LEE, Hyun-Min SIM, Hae-Jun JANG, Seoyeon PARK, Sun-Jin KIM, So-Min 
KIM, Geon-Ho LEE, Yun-Seon PARK, Seo-Yoon KIM, Hyeon JUNG, Joon KO, Ga-
Hyeon SUNG, Yi-Kyoung HA, Jeong-Min HONG, Chae-eun BAEK, Hae-Sol KIM, 
Hyun-Woo KIM and participants' families
Metaverse  Jee Hee SHIN, Jinseok JEONG, 
Artist Workshop Soo-Mi LIM, Han Byul KIM, Ju-Hee CHUNG, Sook-Kyung KIM, 
Sung Man HEO, San KANG, Jinseok JEONG, Nam-ho JANG, Sooji HAN, Dongjun 
JO, Garam CHUNG, Jin Seok LEE
Exhibition Tour Programs Sung-Ho KIM, Soo-Mi LIM, Sook-Kyung KIM, Han Byul 
KIM, Ju-Hee CHUNG, Jin Young KOH, Vusumuzi LANGA 
Critical Webzine Sung-Ho KIM, Jeong-han-ul PARK, Chan-hui LEE, Su-Jeong 
PARK, Hwi-young SEO, Seo-Jin PARK, Harim OH, Suyeon AN, Eunhee HEO, Chul-
Kyu CHO, Sa-Ryang PARK
Online Opening Jee Hee SHIN, Hana SEO, Chae Young LEE, Yeon Su LEE
Press Call Jinseok JEONG, Sooji HAN, Nam-ho JANG, Sue Yeon KANG, Garam 
CHUNG, Sung Man HEO, San KANG
Audio Guide Text Sung-Ho KIM
Recording of Audio Guide Insooni, Ju-Hee CHUNG, Jin Young KOH, Yun Jung 
SHIM, Soo-Jeong PARK, Joo-Hee PARK, Patrick KAUFMAN, Eun-ju KANG, Jo 
Seph KIM, Burns LYNNAE

Docent                                                
Hyeyoon KANG, Gwang-Sook KIM, Young-Sook KIM, Kyeongja  MIN, Hye-Ran 
YANG, Suncheon JUNG, Ok-Hwa CHEONG,  Seung-won LEE, Seo-hyun KIM

Exhibition Space Management                                                       
Revitalization 1 TANYAK Yeong-deok KIM(Head), Yeong-hwan KIM,  Jeong-sun KIM, 
Seon-ok SEO, Gyeong-sun LEE, Im-sun LEE,  Chan-siK JEON, Yeong-bong CHA, Baek-
beom HWANG,  Hyeon-jeong OH, Ji-hye KANG, Sun-deok HWANG, Gang-ho CHOI
Revitalization 2 WADONG Chung-sik CHOI(Head), Gwan-sun KIM, Yeon-ok KIM, 
Ok-sun KIM, Tae-yeong PARK, Jeong-min SUH, Han-jin WANG, Seong-mi YONG, 
Jin-sun YONG, Geum-seong LEE, Ran-pyo LEE, Ok-yeon LEE, Hyun-ho LEE, Ae-sun 
LIM, Huijeong CHANG, Yeong-hui JO, Yu-ja CHA, Seong-ho HEO,  Yeon-gyeong 
LEE, Min-gyoeng BANG
Revitalization 3 ARCHIVE Ok Kyun KIM(Head), Mijin PARK, Sun-ok SEO, Eun-suk LEE, 
Dae-sin JEONG, Ae-gyeong JO, Jeong-ja CHEON, Gyeong-Mi MIN, Geun-Young NAM
Revitalization 4 STREET  Eun-Jeong YANG(Head), Yeon-Hee KIM, Yun-Soon KIM, 
Eun-Hee KIM, Jong-Sang YEE, Myeong-Hwa JANG, Sun-Hee CHOI, Im-Geun 
YANG, Sin-Kwon NOH

Gangwon-do Culture & Art Division
Chief Manager Young Sun HAN
Cultural Industry Manager Jong Ryeol KIM
Manager Bee YOO

Hongchen-gun Culture & Sports Division
Chief Manager Tae Soo BAE
Gangwon Triennale T/F Team Leader Sung Man HEO
Curatorial Officer San KANG
Planning and Audit officer/ Public Relations
Mi Kyoung SEOK

Hongcheon Cultural Foundation
Representative Director Myoung Jun JEON
Head of Operations Mun Weon HEO
Director of Culture and Arts Byeong Cheol HWANG
Promotion Team Leader Seung Hoon YOO
Promotion Team Byeong Woo LEE, Hae Jin KIM
Facilities Management Team Leader Heung Kyo JUNG
Facilities Management Team Young Kyu PARK

Hongcheon Local Community                           
Wadong-2ri, Head of a Village Tae-yeong PARK
Wadong-1ri, Head of a Village Seong-hwa PARK 
Gyeorun-2ri, Head of a Village Woo-pil LIM
Gyeorun-2ri, Head of a Village  Kyo-in SHIN
Taehak-ri, Head of a Village Il-soo KIM
Geomyul-ri, Head of a Village Choong-do HAM
Women's association of Gyeorun-ri
Chairwoman Gisun BAE
Trustees Namsun SIN, Seonok PAKR, Gyeongja KIM, Sugil JI, Okrye YUN, Insuk 
GO, Yeongran PARK, Yeongm ANi, Gyeonghui LEE, Gyeonghwa KIM,  Seyun YONG 
Merchant’s Association of Hongcheon Joongang Market
President Byeong Kee LEE, Manager Seong Wan KIM
Merchant’s Association of Hongcheon Traditional Market
Financial Officer LEE Jin Kwan
Haemill School 
CEO Insoon KIM
Secretary General Kyung Jin LEE
Hongcheo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Hongcheon BYEOLCHORON Wildflower CEO, Hak-kyung BAEK
Hongcheon Life Improvement Association 
Young-mi SONG, Hyun-soon YOON, Ji-young, JEON, Soon-ja PARK

Collection Lease                                            
Daegu Art Museum
Park Soo Keun Museum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Korea Ceramic Foundation
Crown-Haitai
JIIAF
YATOO

Special Thanks to
Design  Chung Choon 
Translation Eunice Hye-rim LEE
Video Production Studette
Exhibition Photography Youngha JO
On-site Photography  Lee Wonil
Drone photography Jae-Hoon LEE, San KANG
Merchandise Design RunRunRace
Website Programming(Gangwon Triennale 2021) NNP
Website Programming(Gangwon Triennales), QR Code Genaration Engtech
Ticket, Art Camp Management Domo
Online Opening Ceremony Art Camp Video Production Stonkids
Audio Guide Recording KT&G Sangsangmadang Chuncheon Live Studio
Media Engineer Art K Ho-seong KANG
Video and Audio Equipment: SKY MEDIA, JLV
Outdoor Advertisement Shinwoo, AdK, Shinyoung Print Shop
Warm Revitalization Cafe: Gangwon State University Dept. of Barista & Bakery 
(Professor Geun-pyo CHOI, Su-bin HWANG, Ju-hee LEE, Yee-seo JEON, Jung-
woong CHOI, Eun-bin BAEK, Eun-bi SEO, Su-bin EO, So-Jeong RYU)
Work Transportation TNL DASAN ART Corporation
Hongcheon Art Museum Space Design : D’Art Design Seoul Ltd. 
Artwork Installation Dae Keun PARK, HC Art Supporter MAHA: Seon hye KANG, 
Il-gu KIM, Yeon-man KIM, Yeong-suk KIM, Cheol-ho KIM, Hae-suk MOON, Keon-
woo PARK, Sang-hwan PARK, Yeong-jae SHIN, Gyeongja LEE, Wan-suk LEE, Ok-ju 
LEE, Yun-hui LEE, Im-suK LEE, Jin-yeong LEE, Sun-cheon LIM, Sun-cheon JUNG
Installation Assistant                                            
Tae-yeong PARK(Head), Solb KIMi, Ok-sun KIM, Seoung-hwa PARK, Seong-mi 
YONG, Jin-sun YONG, Ju-tae YOON, Geum-seong LEE, Ok-yeon LEE, Huijeong 
CHANG,  Yu-ja CHA, Chung-sik CHOI
Evaluation of Triennales Convergence Culture Contents Institut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Hallym University 

Etc,     
Joon-woo LEE, Head of department, HUMAP CONTENTS
Joon-hyuk PARK, General team leader, HUMAP CONTENTS
Jaegil PARK, CEO, Korea Art Guide 
Sook-Kyung KIM, CEO Cafe Hong1000 
Seong-wook HONG, Gangwon Cultural TV Reporter 
Soo-jeong JANG President, Hongcheon Mom 
Jonsuwat ANGSUVARNSIRI, Director, Sac Gallery Bangkok
Chol Janepraphaphan, Curator, Sac Gallery Bangkok
Whanki Foundation Whanki Museum

People who made Gangwon Triennale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을 만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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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 Hosted, Organized by

후원 Sponsored by

미디어 후원 Media Suppor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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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장소 Exhibition Venue

 탄약정비공장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65-3
365-3 Gyeolwoon-ri, Hongcheon-eup, Hongcheon-gun, 
Gangwon-do

 와동분교
Wadong Branch School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로 219번길 24
24 219-gil, Wadong-ro, Hongcheon-eup, Hongcheon-gun. 
Gangwon-do

 홍천미술관
Hongcheon Art Museum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55
55 Heuimang-ro, Hongcheon-eup, Hongcheon-gun, 
Gangwon-do

 홍천중앙시장
Hongcheon Joongang Market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88
88 Sinjangdaero, Hongcheon-eup, Hongcheon-gun, 
Gangwon-do

9min

장소별 이동 소요 시간

12min

중앙고속도로

이동 소요시간은 자가용 기준입니다. 
The time is based on car travel.

와동분교

탄약정비공장

봉화산

오성산

홍천소방서홍천터미널

홍천강

3min

춘천방면

인제방면

홍천미술관
홍천중앙시장

1

3
4

5번국도

44번국도

2

1 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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