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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르코미술관의 기획초대전은 작가의 신작 제작을 지원

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 한국 미술의 맥락을 형성하는

유의미한 작업을 선보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홍이현숙은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가부장적
의식에 도전해온 페미니스트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가 자연과 문명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실천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본격적으로 드러내

는 전시를 아르코미술관과 함께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뜻
깊습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으로 인해 전시장 폐쇄가

거듭된 탓에 본 전시는 해를 넘겨 개막했으나, 오히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간중심주의에 균열을 내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더없이 시의 적절한 기획으로 주목 받았다는 점

입니다. 두 번째, 작가 본인의 일상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과 연대를 통해 약자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작업 방식과
태도가, 사회적 공론장이라는 아르코미술관의 지향점과 상통한다

는 점입니다. 이는 곧 작품 또는 전시가 미적 체험과 향유로 소비
되는데 그치거나 개념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감각과 경험의 장

이 되어 사고의 전환과 일상의 변화를 추동하는 예술의 힘을 보여
줍니다.

《휭, 추-푸》는 작가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

감으로 충만한 전시입니다.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망라한 아카이

브 섹션의 자료에는 그간 작업에 참여한 동료 작가와 기획자의 기

억과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작과 전시 연계 퍼포먼
스를 통해서 산책길의 길고양이와 심해의 고래, 그리고 요가 수련
을 함께 해온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생존자이자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동지로서

모두를 연결하고 연대의 기회를 마련해준 작가와 참여자들께 감사
의 인사를 전합니다.

임근혜

아르코미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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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he ARKO Art Center’s Invitational Exhibitions aim to
support artists in their new explorations and introduce
meaningful artworks that shape the context of contemporary Korean art. The focus of this special exhibition, Hong Lee, Hyun-Sook, is renowned as a feminist
artist who resists patriarchal discourses through various artistic
mediums and techniques. This new encounter between the ARKO
Art Center and artist Hong Lee as an Eco-feminist who dismantles
the binary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is meaningful in two significant ways.
Even though the gallery had shut down for two months due to
the unprecedented impact of COVID-19, the delay provided a timely
platform for an opportune intervention into the pandemic’s cause,
anthropocentrism, by raising awareness of the coexistence of both
human and non-human beings. Second, Hong Lee’s attitude towards
her art and methodology strongly resonates with the ARKO Art
Center’s goal of creating the artistic space as a public sphere, as her
works begin with the artist’s daily life and explore the potentiality
of collaboration by building solidarity with diverse lives to approach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marginalized. In so doing, such focus
attests to the power of art. Instead of remaining as a mere consumption of artistic experiences or enjoyments or lingering in conceptual
abstraction, her art and the exhibition provide spaces to develop
new senses and experiences that inspire shifts in perspectives and
transform our everyday lives.
Swoosh, Tsu-pu! is an exhibition filled with the sense of human
and non-human beings. The archival section provides home for
three decades of her work and holds the memories of her colleagues
and curators who have crossed paths with the artist. Weaving new
artworks into the exhibition, her performance piece guides us to
encounter the cats in her daily walks, whales in the deep sea and her
neighbors with whom she shared her yoga practices.
I express my sincerest gratitude to Hong Lee and all those who
created an opportunity to build solidarity with one another as companions in our inquiry into living together with nature and as fellow
survivors of the pandemic.

Jade Keunhye Lim
Director, ARKO Art Center

아르코미술관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진작가전’이라는 제목으로 창작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인 40대 이상 작가들의 신작을 지원하는 전시를 기획해왔다. 하지만 ‘중진작
가’라는 범위의 모호함과 작가 연구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명을 ‘기획초

08

대전’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즉 작가 선정 시 세대 및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지원했던 아르코미술관의 역사성을 이어가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40대 이상 한국 여성 작가에 대한 다각화된 연구의 필요성이었다. 중진 이
상의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필
요한데, 특히 40대 이상 여성 작가의 새로운 비평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전시가 부족했
다. 이에 작품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가를 다시 호명하기보다 신작
을 통해 그간의 창작 활동에 더해 또 다른 담론을 형성할 작가를 선정하고자 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뉴노멀이었다. 2020년에 인간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인해 그간 본 적 없고 겪어본 바 없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여름, 폭우가 3개월 동안 그치지 않았으며 호주, 미국, 브라질에
서는 약 6개월간 화재가 지속되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급격한 환
경 변화에 대한 질문은 2020년을 사는 우리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브루노
라투르는 지난 300년간 인간이 근대성의 ‘사회’를 구축하는데 매진했으나 이로 인해
Bruno Latour

21세기 이후 기후변화와 인류세의 시대가 오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는데,1 실제

1.

김환석,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물론」, 『지식의 지평』 25, p.2
Hwan-Suk Kim, “Social Sciences
and the Paradigm of New
Materialism,” Orbis Sapientiae no.
25 (2018): 2.

로 전 지구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전염병과 극단적인 환경 변화는 인간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원들이 정말 고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심각성을 절감하게 했다.
최근 예술계는 이런 문제를 한층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2 이번 전시 기획 과
정에서도 이 현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술가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홍이현숙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다.
홍이현숙 작가는 198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물주기〉(2005), 〈날개〉(2005),
〈북가좌 엘레지〉(2009), 〈폐경, 폐경〉(2012)등 가부장적 사회와 시선에 저항하는 주
체적이고 자유로운 몸을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이야기해왔으며 한국
여성주의 미술사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홍이현숙 작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작품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외된 존재들을 예술
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시화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다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낙후되거나 사라져가는 터전과 지역민의 삶을 고민했고, 작
가 자신의 신체 혹은 동료들의 작품을 빌려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확장했다. 이
러한 활동들은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누구든 받아들이는 방향성을 보였다.
1.

능동적 불청객 : 개입과 변환

홍이현숙의 초기 작업은 주로 대형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아르코미술관에서의 개
인전 《은닉된 에너지: 벗어놓은 옷들》(1995)에서부터 작가는 옷, 천 등을 설치 작품에
사용했는데, 이후 누군가의 옷처럼 남겨진 그리고 쓸모 없어질(진) 사물은 작가에게 훌
륭한 소재가 되었다. 《은닉된 에너지: 벗어놓은 옷들》에서 켜켜이 쌓인 옷이 존재의 부
재를 드러냈다면 《은닉된 에너지: 갤러리에 밭》(1999)에서의 옷은 생명이 자라는 밭
이 되었고, 극장의 계단 틈에 안착되어 회색빛 건물을 물들이거나 쏟아지는 폭포처럼
〈은닉된 에너지: 옷들의 켜〉(1998)

〈흘러 넘치는 옷들〉(1999)

변신하기도 했다. 또한 사방에 계단으로 다리가 놓인 육교는 형형색색의 천을 통해 범

A Practice
김미정 Mijung Kim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Curator, ARKO A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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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mid-2000s, ARKO Art Center has produced exhibitions under the
series titled Mid-Career Artist Exhibitions, which features new bodies of
work by artists in their 40s or older, who often fall into the grant system’s
blind spot. The museum realized that the term “mid-career artists” was quite
vague and wanted to specify their direction for artist research. Thus, the title of the series was changed to Invitational Exhibitions. This title represents
ARKO Art Center’s endeavors to continue its history of supporting artists’
experimentations regardless of the artists’ age or the subject matter of their
works.
There were two primary concerns regarding the artist selection. One
was that there was some urgency to conduct a diversified study on Korean female artists over 40 years old. For mid-career or established artists to
continue their practice, they absolutely need a place to present their new
work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exhibitions to develop new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works of women artists in this age group. Rather
than inviting someone who has already received extensive critical attention,
ARKO Art Center decided to look for an artist whose new body of work will
create additional discourse on her existing work.
The other consideration was the “new-normal.” Due to the zoonotic disease COVID-19, the year 2020 brought human beings into a world they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change did not stop there. Last summer,
heavy rains continued for three months, and for about six months, some
parts of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suffered from wildfires. What
went wrong, and from where? In 2020, everyone was asking themselves
these questions regarding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Bruno Latour
stated that human beings committed themselves to building a society of
modernity over the past three hundred years. However, this led them to a
crisis in the form of climate change and the Anthropocene’s arrival after
the twenty-first century began.1 The fast-spreading disease that quickly
became a global pandemic and the extreme alterations in the environment
have proved that the resources that humans took for granted are, in fact,
exhaustible, and this was an alarming realization. The art world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se issues with more care,2 and the selection process for this
exhibition was also geared to find an artist whose work could refl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depth. Based on all these considerations, ARKO Art
Center chose to invite Hong Lee, Hyun-Sook to present her work.
Hong Lee, Hyun-Sook has been recognized as a leading artist in Korean
feminist art history. Since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1988, she has used a variety of media, such as performance, moving image, and installation, to discuss the free, independent body that resists patriarchal societies and perspectives in works including Watering (2005), Wings (2005), Bukgajwa Elegy
(2009), and Womb-Closed Boundary-Smashed (2012). ARKO Art Center’s
decision to exhibit with Hong Lee was not solely dependent on her artistic
projects. She has organized and produced experimental projects to bring
the lives of those overlooked by social structural issues into the realm of art
and into plain sight. In a number of public art projects, she contemplated
living spaces that are outdated and disappearing as well as their inhabitants.
She used her own body or her fellow artists’ works to amplify the voices of
social minorities. These projects and interventions were executed in various
locations with a very inclusive nature.
1.
Active Uninvited Guest: Intervention and Transformation
Hong Lee, Hyun-Sook’s early works are mostly large-scale installations. After she first used materials like clothes and fabric in her installation in her
solo exhibition Hidden Energy: Clothes Taken Off (1995) at ARKO Art Center,

of Living Together

2.
2019~2020년 생태환경을 주제로 개최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추려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색맹의 섬》(아트선재센터, 2019),
《디어 아마존: 인류세 2019》(일민미술관,
2019), 《생태감각》(백남준아트센터,
2019), 《어스바운드-지구, 감염, 사변적

존재들》(아마도예술공간, 2020),
《식물계》(보안여관, 2020), 《파노라마
오브젝트》(d/p, 2020), 《제로의
예술》(2020) 외
Exhibitions and programs on
ecosystems in 2019–2020 include
The Island of the Colorblind
(Art Sonje Center, 2019), Dear
Amazon: BRAZIL x KOREA The
Anthropocene (Ilmin Museum
of Art, 2019), Ecological Sense
(Nam June Paik Art Center, 2019),
Earthbound (Amado Art Space,
2020), Plantae (ART SPACE BOAN,
2020), Panorama Object (d/p, 2020),
and Zero Makes Zero (various
locations, 2020).

and Dying

Together

그 갈림길에서의 수행

의 형상으로, 긴장감이 맴도는 통일 전망대는 과자 봉지로 엮인 범의 꼬리가 되었다.

〈야생의 다리〉(2000)

〈꼬리를 흔들다〉(2002)

옷, 천, 포장지 등 위에 언급한 재료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홍이현숙에게 어떤 방식
으로든 위계적이거나 제한된 공간이 가진 근대성과 긴장감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
날 수 있는 예술적 장치가 되었다. 작가의 말처럼 “수직적 권위에 틈을 내”기 위해 보잘
것없는 소재들로 두르거나 쌓은 호랑이, 비인간의 꼬리, 거대한 폭포 등의 ‘불청객’들이
장소를 점령함으로써 특정적인 공간의 위력을 도리어 불투명하게, 그래서 다수가 스스
럼없이 그곳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다.
경직된 구조를 가볍고 부드러운 개체로 변환하는 홍이현숙의 불청객들은 비단 설
치뿐 아니라 퍼포먼스, 영상 등에 작가 자신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2000년대 초반부
터 작가는 중년 여성에게 부여되는 ‘아줌마’라는 기호를 스스로 장착하면서, 여성의 신
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에 저항하고자 한다. 〈물주기〉에서 자신의 머리를 삭발한
후 식물을 키우듯 정성스레 물을 주고, 〈날개〉에서는 반짝이는 비닐 날개가 돋은 겨드
랑이를 펼치며 웃는 여성의 얼굴이 반복되며, 〈달밤의 체조〉(2006)에서는 운동하는
여성의 몸이 등장한다. 빳빳한 촉감이 느껴질 만큼 적나라하게 클로즈업된 털, 처진 몸,
출렁이는 살의 움직임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사회적 잣대 자체에의 저항일 수도 있겠
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기준을 의식하지 않고-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자율적이
고 능동적인 존재인 몸을 쾌히 드러내는데 더 가까워 보인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오롯한 나 자신이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목소리는 〈폐경, 폐경〉(2012)에서도 이어진다. 여성의 역할이 끝났다
는 부정적 의미로 통용되는 폐경을 작가는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변환하여 전
廢境

시 및 작품 제목에 사용하고, 아줌마가 입장해서는 ‘안 되는’ 장소와 공간을 넘나든다.
치마를 입고 남의 집 담장 위를 올라가거나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행위는 지정된 정체
성의 언어에 대한 도전이다. 〈광화문 정물〉(2011)에서도 이 ‘아줌마’는 대담한 행위를
이어간다. 광장은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명명되지만 위압적인 동상, 미국 대
사관, 경찰들로 둘러싸여 안정 대신 묘한 불안감을 자아낸다. 그렇다면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어슬렁거리기뿐일 텐데, 작가는 진지하게 여러 방식으로 광장 주변
을 어슬렁거린다. 거룩한 동상 밑에 눕거나 고무 대야를 가져다 놓고 동상인 척 서 있기
도 하며, 대사관을 지키는 엄숙한 경찰들 사이에 끼어든다. 낡은 원피스를 입은 작가의
신체는 완벽한 불청객으로서 광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틈틈이 개입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호의 전형성을 역으로 이용해 이분법적 사고와 정의
에 균열을 내는 작가의 퍼포먼스는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려는 변환의 힘에 근거한다.3
그 변환을 수행하기 위해 도리어 전형적인 기호를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 투척하여 사
회적으로 답습된 의미에 일시적인 의문을 형성시킨다. 〈광화문 정물〉처럼 낡은 원피스
를 입은 전형적인 아줌마의 이미지를 그가 존재하지 않을법한 장소에 관여시킴으로써
공간의 권위를 해제하거나, 〈북가좌 엘레지〉에서처럼 개발로 사라지는 지역에 생동감
을 북돋으려는 가이아의 역할을 자청하는 등 부여된 대상화를 탈피하면서 불청객이 되
Gaia

기를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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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that are left behind and will become (or have become) useless, such
as old articles of clothing, became significant materials for her. The piled-up
clothes in Hidden Energy: Clothes Taken Off reveal the absence of beings.
The clothes in Hidden Energy: A Field in the Gallery (1999) are a field that life
grows out of. Sometimes they are placed along the cracks on a theater’s
steps and add color to the gray building (Hidden Energy: Layers of Clothes,
1998) or are transformed into a waterfall (Clothes Flowing Out, 1999). A pedestrian bridge with staircases leading in four different directions to which
colorful fabrics have been added becomes a tiger (Wild Bridge, 2000). The
Unification Observatory, which is typically gripped by a tense atmosphere, is
braided with snack wrappers and turns into a tiger's tail (Shaking a Tail, 2002).
The materials above, such as clothes, fabric, and wrappers, are highly
disposable and freely transformabl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aterials have served as an artistic device for Hong Lee to provide a temporary
release from the modernity and tension of a hierarchical, restrictive space.
She piles up and covers places with modest materials, intending to “make a
fracture on the vertical authority.” She allows the “uninvited guests,”, such as
the tiger, non-human tail, or gigantic waterfall, to occupy a particular place to
make its implicit power dull, making the space more approachable to people.
Hong Lee’s uninvited guest, who transforms rigid structures into light
and soft elements, also appears as the artist herself in performance, moving-image works, and installations. Since the early 2000s, the artist has willingly worn the label of “ajumma,” a term imposed on middle-aged women,
aiming to rebel against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female body. In Watering,
she shaves off her head and carefully waters it as if she were taking care
of a plant. Wings repeatedly shows a smiling woman who exposes her underarms, where shiny plastic wings have sprouted. One can see a woman's
body as she engages in a workout in Exercise on a Moonlight Night (2006).
Her hair shown in an extreme close-up (almost making its stiffness palpable),
her loose skin, and the movement of her flabby body can be read as a refusal
to be measured by the social standards of the female body. However, they
seem to be more about her not caring about particular conventions—which
could lead some to find the work uncomfortable—and gladly revealing her
own body, which is free and active.
The voice that calls to a self as a whole, not as a member of a society
or a community, whether small or large, persists in Womb-Closed Boundary-Smashed (2012). The artist changes the word “menopause,” which carries a negative connotation that a woman's work is finished, to mean breaking down barriers in her exhibition and work titles. She traverses places and
areas that an ajumma should not enter. Climbing up the boundary walls of
someone’s house and flying between them is her confronting the language
of pre-defined identities. This ajumma continues to move boldly in Gwanghwamun Still Life (2011). Plazas are considered open to anyone; however, this
particular place, surrounded by statues, the U.S. Embassy, and police officers,
makes one feel somewhat intimidated rather than at ease. There is not much
to do other than just walk around in the plaza. The artist takes her stroll seriously and explores a variety of ways of doing it. She lies down under the respectable statue or pretends to be a statue herself with a rubber basin. She
also stands between the police officers, who are solemnly guarding the U.S.
Embassy. The artist's old-dress-wearing body becomes a perfect, uninvited
guest and intervenes in all the different elements that make up the plaza.
The artist’s performance uses the conventions of symbols, which are socially agreed upon, in reverse in order to fracture binary concepts and definitions. The work is based on the power of transformation that aspires to a new
reality.3 To perform such a transformation, she takes traditional signs into
circumstances that are not mutually agreed upon, temporarily suspending
one's belief in the conventional meaning of things. She associates a typical
image of an ajumma wearing an old dress with a place that she does not
seem to belong in and breaks down the space's authority in Gwanghwamun
Still Life. In Bukgajwa Elegy, she voluntarily takes on the role of Gaia, who
tries to bring life to an area that will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She

3.

에리카 피셔-리히테에 따르면 수행적인
육체의 행위는 이미 주어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 그
자체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에리카 피셔리히테, 『수행성의 미학』, 김정숙 역,
문학과지성사, 2017, p.46, p.50
According to Erika Fischer-Lichte,
the action of a performative body
does not express the pre-given
identity but creates the meaning
of the identity itself. Erika FischerLichte, Ästhetik des Performativen,
trans. Jeong-sook Kim, (Seoul:
Moonji Publishing Company, 2019):
4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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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닿을 수 있을 만큼 다가가기

황희선 역, 책세상, 2019, p.178
Donna Haraway, Manifestly Haraway,
trans. Heeseon Hwang, (Seoul:
Chaeksesang, 2019): 178.

우리는 하나가 아니며, 함께 살아감으로써 존재한다.

누가 있으며 누가 생겨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의무다.

5.

작가의 말 인용

– 도나 해러웨이(Donna Jeanne Haraway)4

Cited from a conversation with the
artist.
6.

에두아르도 콘, 『숲은 생각한다』, 차은정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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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ds the objectification she is pressured into and never ceases to be an
uninvited guest.
2.
Reaching Out as Much as One Can

We are not one, and being depends on getting on together.
The obligation is to ask who are present and who are emergent.
- Donna Jeanne Haraway4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호가 변형될 가능성을 차치하는 시스템에 저항했던 작가의 지난

사월의책, 2018, p.56

작업들을 반추한다면, 홍이현숙의 작업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Eduardo Kohn, How Forests Think,
Supeun Saenggakanda, trans.
Eunjeong Cha, (Goyang: Aprilbooks,
2018): 56.

일일 테다. 이번 아르코미술관에서의 개인전 《휭, 추-푸》(2021)에서 작가는 그간의 관
점을 확장해 비인간 동물과의 교류와 그 가능성에 집중한다.
2000년대 초반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작가는 그 이

후로 남의 몸을 먹는 일5을 고민하며 〈깨털식(式)〉(2012)등을 통해 생태와 환경에 대
한 관심을 작품과 프로젝트에 반영해왔다. 《휭, 추-푸》는 이들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비인간 동물과의 공생에 대한 고민을 피력한다. 이는 전시 제목에도 나타나는데, 제목
인 ‘휭, 추-푸’ 중 ‘추푸’는 남아메리카 토착민의 언어인 케추아어로, 수면에 동물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로 통용되는 의성어이다.6 제목에 의태어·의성어를 사용한 이유는, 인간
의 언어는 각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체계이자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
지만 그 집단 밖의 이에게는 도리어 장벽으로 작용하는 양가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한정된 언어가 아닌 열린 ‘소리’를 통해 비인간 동물
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를 강조한다. 즉 전시는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자연과 자연 아닌 것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공생의 숙명을 안고 있는
서로의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인지하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여덟 마리 등대〉(2020)에서 작가는 미술관 1층 공간을 비우기로 결심한다.
예술적 체험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오늘날의 미술관을 텅 비워내
는 건 제도적 공간에 대한 여러 기대들을 꺾는 일이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이
볼 수 있는 건 짙은 어둠과 작은 뗏목뿐이다. 노랗고 차가운 비닐 장판으로 덮인 뗏목
위에 앉으면 약간의 덜컹임과 방울 소리, 낯선 분위기에 긴장이 맴돈다. 이윽고 전시장
에는 낮고도 높은, 형용하기 어려운 각종 소리가 온몸을 울린다. 그 소리를 발화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같은, ~처럼 들린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익숙하고도
낯선 소리다. 이 소리는 범고래, 향유고래 등 이름은 익숙하지만 본 적 없는 8 종의 고
래들의 그것이다.7 각 소리의 울림은 높고, 낮고, 뚝뚝 끊기며 날카로워 어둑한 공간 속
에 놓인 신체를 진동시킨다. 그 합창 사이에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침묵
인 순간이 있다. 그 짧은 15초 동안 인간과 비인간의 언어, 시야를 가로막는 각종 시각
적 풍경들은 부재한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 나의 신체가 누군가와 함께 그
곳에 있음을 비로소 지각하게 된다.
고주파와 저주파로 이루어진 이 합창 혹은 대화는 작가의 방과 같은 사이즈로 제
작된 뗏목 위에 앉아 들을 수 있다. 그간 작가에게 있어 방이 〈구르기〉(2006), 〈비니루
방〉(2006)등 지난 작품에서처럼 닫힌 공간이자 여성의 고립을 상징하면서도 끊임없
이 움직이는 존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여덟 마리 등대〉에서의 방은 비인간 동물의
언어를 지각하고 함께 유영하는 상상을 가능케 하는 장소가 된다.
1층에서 고래와 함께 바다를 은유했다면, 2층의 〈석광사 근방〉(2020)은 길고양이

를 좇는다. 재개발 지역인 은평구 갈현동을 배경으로 작가는 고양이들에게 시선을 건
넨다. 길고양이는 애정과 동정, 혐오를 오가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이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촬영 중에 맨살을 간지럽히는 모기를 손으로 쫓아내면서도 고양이에게 눈을 떼지 않

공생과 공멸, 그 갈림길에서의 수행

Reflecting on the artist’s past works, which resist the system that disregards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socially accepted signs, one will naturally spot social minorities in Hong Lee’s work. In her solo exhibition Swoosh,
Tsu-pu! (2021), the artist broadens her perspective and focuses on interactions with non-human animals and looking into their possibilities.
She was tremendously disturbed when a foot-and-mouth disease outbreak resulted in a mass culling of pigs in the early 2000s. Since then, she
has reconsidered eating the body of another life.5 Her works, including The
Ceremony of Threshing Perilla (2012), reflect her concerns regarding the
ecosystem and environment. While the exhibition Swoosh, Tsu-pu! is still
in line with the works mentioned above, it expresses the artist’s questions
about living in symbiosis with non-human animals. The exhibition’s title indicates this as well. The word “tsu-pu” in the title is Quechuan, a language
spoken by South American natives, and it mimics the sound of an animal
hitting the surface of water.6 The onomatopoeia (or ideophone) points out
that human languages have two different aspects: they are systems that
mirror each nation’s cultural and social conditions and function as a communication method, but they can also be barriers for those who are not part
of the group. Therefore, the artist want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sing an open sound over a limited human language so that non-human
animals and human beings can be placed in equal positions. Thus, the exhibition encourages audiences to free themselves from the binary of human
and non-human animals, nature and non-nature, and to understand and acknowledge that they are bound to live in symbiosis.
For Eight, Lightvessels (2020), the artist consciously decided to empty
Gallery 1. Leaving the space not fully occupied despite museums’ recent
tendency to function as a place for an artistic experience and entertainment lets down people's expectations of institutional space. What audiences see in the gallery is just a small raft in the dark. When one sits on the raft,
which is covered with a piece of cold, yellow linoleum, they may feel a little
tense from the slight shaking of the raft, the bell ringing, and an unknown
atmosphere. Soon, the various high and low, indescribable sounds in the
space echo through one’s body. It is hard to know the source of the utterances. Each sound is familiar enough to be described with phrases such
as “it resembles” or “it sounds like,” but it still feels foreign. The audio is the
vocalizations of eight different species of whales, such as the orca and the
sperm whale, which one has probably heard of but has not seen in real life.7
Each sound is high, low, broken up, or sharp, vibrating the audience's body
in the dimly lit room. Between the whales' choruses, there is a part of their
song that is outside of the human hearing range; therefore, it is a silent moment. During this short fifteen seconds, all the visual images that interfere
with the languages and outlooks of humans and non-humans disappear.
When audiences do not see or hear anything, they finally become aware
that their bodies are in the company of other beings in the space.
Sitting on the raft, which is made in the size of the artist's room, one can
listen to this chorus or conversation composed of high frequencies and low
frequencies. Her room represents a closed space and women in isolation
while revealing one’s firm intention to continue to move in her works, such
as Body Rolling (2006) and Room of Vinyl (2006). The room of Eight, Lightvessels becomes a place where one can recognize non-human animals’ language and imagine floating with them.

7.

이 작품에서 7종의 고래의 소리는
몬트레이만 아쿠아리움 리서치
센터(MBARI)의 협조를 통해 재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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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의 소리만 SAMS(The Scottish
Association for Marine Science)의

유튜브 음원을 사용했다.
Out of the eight whale species
sounds, only the minke whale
sound comes from a recording by
the Scottish Association for Marine
Science (SAMS) on YouTube. The
other seven were recorded by the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MBARI). MBARI kindly
granted permission to use the
recordings for the piece.

는 작가의 모습이다. 작가가 의도하진 않았겠으나 이 장면은 비인간 동물과 인간이 각
각의 세계에 개별로 존재하거나 서로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을 점유하며 공
생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작가는 그렇게 비인간 동물의 언어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
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림자로 호랑이 형상을 쓰다듬고, 귀를 기울이며, 곁을
내주지 않는 고양이와 눈을 맞추고 함께 뒹군다. 여기서 작가가 비인간 동물과 직접적
으로 접촉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마침내 고양이가 작가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을 때 이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춤추듯 움직인다. 그들을 묶는 공통의
언어는 이성적인 발화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열린 몸이 부딪히는 순간이다. 각각의 터
전이 결국 교집합 된 하나임을 인지할 때, 비로소 상호 간에 언어가 보이고 들리기 시
작한다.
3.

미완결 : 머무르지 않는 노래

전시장에 부착하기 위한 〈고래자세〉(2018), 〈사자자세〉(2017) 작품 설명을 작성하면
서 나는 ‘실패’라는 단어를 썼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알기에 사용을
망설였지만, 두 작품을 포함해 〈소리의 포말〉(2020)과 이번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으
8.

필자는 들뢰즈의 ‘되기(devenir)’를
언급하고자 했으나 작가는 〈고래자세〉,
〈사자자세〉의 제목이 ‘되기’가 아닌 ‘자세’임을
피력하며 본인의 작품이 ‘되기’와는
거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필자는
‘되기(devenir)’ 대신 ‘결연(alliance)’을

로 진행한 〈비봉 소리요가: 고래와 함께 미술관에서 소리로 요가하기〉(2021)에서 고
래의 소리를 성실히 발화하는 작가를 볼 때마다 물음표를 띄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누
군가가 되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방식이든 미끄러진다. 고래의 소리를 ‘휙뽀옥’으로 받
아쓴다 해도 동일하게 소리 낼 수 없으며, 사자의 포효가 요가의 사자자세와 일치할 수

통해 설명하는 것이 더 가깝다 판단하여

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작가는 자신이 비인간 동물이 되려는 과정이 늘 실패의 연속임

본문에 짧게 인용한다. 김은주, 『여성-되기』,

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과정들은 되기를 위한 완벽한 모방이라기보다,

에디투스, 2019, p.94
Though I wanted to bring in the
notion of “devenir” by Deleuze,
Hong Lee, Hyun-Sook expressed
that the word “being” in her works
Being a Whale and Being a Lion
does not refer to “becoming” but
rather making a posture. She also
emphasized that her work is not
aligned with the idea of becoming.
Thus, I briefly introduce the term
“alliance” in the belief that it is
closer to describing what the artist
meant than “devenir.” Eunjoo Kim,
Becoming a Woman, (Seoul: édĭtus,
2019): 94.

다른 세계에 속하는 존재와 관계를 맺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결연으로서의 융합에
alliance

가깝다.8 그리고 작가는 무모해 보이는 이 시도조차 없다면 고래를, 사자를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일이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그 실패들은
오히려 작가로 하여금 비인간 동물에게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동력으로 작동된다.
작가 스스로가 작업이 수행이라고 말하는 지점은 결국 이러한 실패의 반복이 쌓
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누구도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예기
치 못한 삶으로 끌려들어 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해러웨이의 말
처럼,9 작가는 비약적인 상상력을 매개로 비인간 동물과의 결연을 자처하며 알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 넣는다.
전시장 벽에 그렇게 실패라는 단어를 붙이며 부디 누군가 그 단어의 범위와 의미를 이
해해 주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라는 질문이 전시장에 가
득했으면 했다. 물론 그 질문에 작가는 작품으로 몇 번이고 대답했겠지만, 이 전시가
끝나도 어딘가에서 고래, 사자 혹은 비인간 존재의 언어를 온몸으로 노래하고, 다가갈
수 없는 대상과의 접촉을 설명하고, 논밭에서 바다를 그리며 헤엄치는 그를 다시 만나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2020)

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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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이어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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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Gallery 1 metaphorically speaks of the sea of whales, In the Neighborhood of Seokgwangsa (2020) in Gallery 2 follows street cats. With Galhyeon Dong in Eunpyeong District as a backdrop, Hong Lee gazes at cats.
People feel affection, sympathy, and even hatred toward street cats. Human beings and cats form a close but simultaneously distant relationship.
There are several memorable moments in the piece, but what still lingers
in my mind is how the artist does not take her eyes off the cats even when
her hands are chasing away the mosquitos biting her bare skin. It may not
have been the artist's intention, but the scene highlights that humans and
non-human animals neither live in separation nor consume each other, but
they occupy the same space and exist in symbiosis. Hong Lee carefully approaches animals to be as close as possible to non-human animal language.
She pets the tiger figurine with her shadow. She carefully listens. She tries
to make eye contact with the cats that are still on guard and rolls around
with them. In this piece, there is hardly any direct touching between the
artist and the cats. When a cat finally allows her to get closer, they move as
if they were dancing together while gazing into each other's eyes. The common language that brings them together is not a logical utterance, but it is
rather the instant when their eyes meet and their open bodies collide with
each other. When human beings acknowledge that their living space and
others' living space form the intersection of a Venn diagram, they can finally
see and hear each other's language.
3.
Unfinished: Songs That Do Not Stay
While writing the wall text for Being a Whale (2018) and Being a Lion (2017), I
chose to use the word “failure.” I admit that I was quite hesitant about it due
to its ordinary meaning. The two works mentioned above, The Sea Form
of Sound (2020) and the exhibition-related program Bibong Sound Yoga:
With Whale in ARKO Art Center (2021), in which the artist earnestly produces the sounds of whales, always brought a question mark to my mind.
There is always slippage in efforts to be something else, regardless of how
they are done. Even if one transcribes the sound of the whale as “shooshpop,” it never matches the actual sound. A yoga posture cannot be identical
to a roaring lion. The artist fully understands that her endeavors to be a
non-human animal always fail. Therefore, her efforts are meant to create
a fusion as an alliance, which is an act of forming a relationship with beings from a different world and crossing the in-between space. 8 The artist
also firmly believes that without these seemingly unreasonable efforts, it
is never possible to understand whales, lions, and the lives of others. The
failures become another source of motivation for the artist to come closer
to non-human animals.
The artist referring to her art as a “practice” (as if it were a religious practice) may point to the accumulation of repeated failures. However, in line
with Haraway’s statement that no one is alone and that nothing will happen
unless one is taken into an unanticipated life by another being,9 the artist
deliberately becomes an ally to non-human animals through her excessive
imagination and keeps pushing herself into their ever-unknowable lives.
When I placed the word “failure” on the gallery walls, I hoped that someone would understand how expansive the meaning of the word can be. I also
wish that the galleries will be filled with questions like “Why is she pushing
herself to this extreme?” The artist would be willing to answer the question
over and over through her work. However, even after this exhibition closes,
one will easily run into Hong Lee, Hyun-Sook, who physically sings the language of non-human beings, talks about being in contact with beings that
she cannot get close to (What You Are Touching Now, 2020), and swims in
a rice paddy field while dreaming of the sea (Each One’s Own Ieodo, 2020).

A Practice at the Crossroad of Living Together and Dying Together

9.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b, 2020,
p.85
Yoomi Choi, Haraway, Thoughts on
Sym-poiesis, (Seoul: b, 2020): 85.

소통의 도구이자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매개이다. 그러나 최근 선박과 비행기 등이

2020, eight speakers(13min 1sec), variable dimensions

Eight, Lightvessels

여덟 마리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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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al sound recording of the whales was generously provided by MBARI(www.
mbari.org).

SOUND EDITING ASSISTANT Jinseung Jang SOUND MIXING TECHNICIANS AND
PROGRAMMERS Sang-Hyun Kim, Seokbin Oh CLAY WORK SUPPORT Sujin Kim

The sounds that whales make range from high frequencies to low
frequencies. It is a communication tool with their family groups
while they travel in the deep sea, and it functions as a mediator
for perceiving the outer world. However, the noises from ships
and airplanes make the whales’ voices weaker, and in the worst
case, they become deaf or get lost. The artist distorts a recording
of eight different whales, which human beings cannot hear or
elaborate, and plays it in the exhibition space. The recording was
done by MBARI. Like whales that explore their worlds through
sounds, audiences lie down in an open “room” that resembles a
raft, feel the ocean, and float together. The world made up of the
whales’ voices comes in contact with the audiences’ bodies and
creates a multi-sensory experience.

도움 MBARI(www.mbari.org)

사운드 편집 도움 장진승 사운드 믹싱 테크니션 및 프로그래밍 김상현, 오석빈 유토 작업 제작 지원 김수진

만들어진 세계는 관객의 신체와 맞닿아 공감각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만들어진 작가의 열린 ‘방’에 누워 바다를 느끼며 함께 유영한다. 고래의 목소리로

재생한다. 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세상을 탐구하는 고래들처럼, 관객은 뗏목처럼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가 녹음한 데이터를 변형하여 전시장에

없는 고래 8종의 목소리를 MBARI(몬터레이만 아쿠아리움 연구소, Monterey

멀거나 길을 잃기도 한다. 작가는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들을 수도, 묘사할 수도

만들어내는 소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귀가

고주파와 저주파 음역대를 오가는 고래의 소리는 깊은 바다를 누비는 동족 간

2020, 스피커 8대(사운드 13분 1초), 가변크기

여덟 마리 등대 Eight, Light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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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마리 등대 Eight, Light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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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마리 등대 Eight, Light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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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마리 등대 Eight, Light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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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1 Swimming in the Rice Paddy, 1min 4sec
Channel 2, 3 Live streaming from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s CCTV cameras
Channel 4 The Sound of Underwater Breathing,
4min 42sec

4채널 〈물속 숨소리〉, 4분 42초

2, 3채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실시간 cctv 재생

1채널 〈논 속 수영〉, 1분 4초

또한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2020, multi-channel, video, color, sound

Each One’s Own Ieodo

각각의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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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ject received assistance from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under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and Junsung Lee(Society of Ieodo
Research)

Ieodo, where the Ocean Research Station was built, is a submerged
reef and a utopia that appears in a legend. Simultaneously, it
reflects human desires to foresee the future and expand their
territories. Two of the four screens live broadcast the ocean
around Ieodo through the Ieodo Ocean Research Station’s security
cameras, allowing audiences to picture Ieodo that they cannot go.
The artist also sees an ocean in swaying rice. She swims in the rice
field, feeling the water, and she freely moves around, resisting the
deep sea’s buoyant force. At last, the breathing sound of a scuba
diver swimming underwater encompasses the four screens.

도움 국립해양조사원 산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준성(사단법인이어도연구회)

유영하는 스쿠버의 깊은 숨소리는 이 네 개의 화면을 아우른다.

느끼고, 심해에서 부력에 저항하며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본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수 있다. 출렁이는 벼에서도 바다를 발견한 작가는 논 속을 헤엄치며 바다를

주변 바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재생되어 이를 통해 갈 수 없는 이어도를 상상할

현장이기도 하다. 2개의 화면에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cctv를 통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설립된 이어도는 수중암초이자 전설에 등장하는 유토피아이다.

2020, 4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각각의 이어도 Each One’s Own I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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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앙받지만, 같은 고양이과임에도 길고양이들은 인간에게 애정과 동정, 혐오의

FILM EDITOR Keesoo Lee, Minju Jeong DRONE FILMING Hyunsuk Lee

32

Seokgwangsa Temple is a small temple in Galhyeon-dong of
Eunpyeong District. The area is part of the city’s redevelopment
plan, and many stray cats roam around and dwell in its alleyways.
Seokgwangsa Temple houses a statue of the tiger that the mountain
god rides. The tiger is considered a divine creature, admired as a
symbol of spirituality and a godly representation. Though both cats
and tigers belong to the same family of animals, stray cats become
objects of human affection, sympathy, and hatred and dangerously
cross across the narrow streets and their gaps. The artist makes an
effort to communicate with these cats whose lives are threatened
by humans and the changes in their surroundings while they share
their living space with humans. She carefully observes them from
their perspective, mimics their movements, strokes their bodies
using her shadow, and imagines to ride on their back and soar up
together. While doing that, she looks down on the shared space
where the time that human animals and non-human animals have
accumulated together will soon be absent.

영상 편집 이기수, 정민주 드론 촬영 이현석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쌓은 시간이 사라질 공동의 터전을 내려다본다.

그림자로 그들의 신체를 쓰다듬고, 등에 올라타 함께 날아오르는 상상을 하며 인간

이들과 소통을 시도한다. 조심스레 눈높이를 맞추고,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대상이 되어 좁은 골목과 틈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간다. 작가는 인간과 함께

In the Neighborhood of Seokgwangsa

석광사 근방

2020,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15min 45sec

다니는 호랑이상을 모시는 장소이고 호랑이는 영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영물로

석광사는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작은 절이다. 재개발 예정지이기도 한 이
지역의 골목에는 많은 길고양이들이 배회하고 살아간다. 석광사는 산신이 타고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5분 45초

석광사 근방 In the Neighborhood of Seokgwa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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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얻었던 감각은 이제 어떻게 체득될 수 있을까. 밖이 아닌 가상의

2020,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17min 47sec

What You Are Touching Now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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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ow live in an era of remote interaction. If one is prohibited
from being in contact with others, how can they obtain the senses
that used to be learned through direct experiences such as
touch? How can one realize them in a virtual space, which is not a
physical space? Based on these questions, the artist looks at the
Maaebul [image of Buddha carved on large rock outcrops or cliffs]
in Seunggasa Temple, remembering her experience of touching
the granite with her hand. It is hard to look at the whole Maae-bul
made of rough granite all at once because of its massiveness. One
cannot easily put their hands on the statue since its status as a
cultural heritage and its religious symbolism. However, to touch
what she cannot, the artist uses a camera instead of her hand,
closely and from a distance, slowly scans and caresses the Buddha
statue, and explains the touch and impression that she imagines
to audiences. As they do with ASMR, audiences imagine coming in
contact with what they cannot reach—envisioning the third sense
through the artist’s voice.

감각을 그려본다.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관객은 닿을 수 없는 존재와의 접촉을 상상하며 제3의

설명한다. 마치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처럼,

그리고 멀리서 불상을 천천히 훑고 어루만지며 그 상상된 촉감과 감상을 관객에게

하다. 그러나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기 위해 작가는 손 대신 카메라로 가까이,

어렵지만, 문화재이자 종교적 상징성으로 인해 쉬이 만질 수 없는 대상이기도

까슬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있는 마애불은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한눈에 담기도

승가사에 위치한 마애불을 바라보며 손으로 화강암을 만졌던 경험을 떠올린다.

공간에서 이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작가는 북한산

비대면이 주요한 키워드가 된 시대, 접촉이 금기시 된다면 촉감 등 직접적인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7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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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yes, there. There, there —you are under the right knee of the Buddha.

네네 , 거기 . 거기 , 거기가 부처님 오른쪽 무릎 밑이에요 .

If you slide your hand in, there is an area between the lotus petal and the knee.

거기 살짝 손을 넣어보면 , 연꽃잎하고 사이에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

The sunlight is very warm, and the bump feels quite rough, isn ′ t that nice?

햇볕이 아주 따숩고 , 그리고 돌기는 까끌까끌하니 좋아요 .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 What You Are Touch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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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를 선 따라 하나하나 엄지 , 검지로 밀면서 살짝 만져 봐요 . 약간 까실까실하죠 ?

오른쪽 무릎 전체 동그란 면을 더듬다보면 다리가 접힌 부분에 생긴 옷 주름 세 개가 있죠 ?

그리고 손을 조금 위로 올려서

거기를 살살 만져봐요 . 보드랍게 .

Follow each one with your thumb and give it a light touch. It feels a little coarse, right?

and you will get to the three folds made by the crossed leg.

Bring your hand up again and trace the entire round part of the right knee,

You might hurt your fingertips, so do it gently, be gentle.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 What You Are Touch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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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ariable dimensions

2020, 가변크기

The Sea Foam of Sound

소리의 포말

ILLUSTRATION EDITING Hyun-ah Kang

편집 일러스트레이션 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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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포말 The Sea Foam of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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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久히 가자. 過去와 現在가 空인 나는 未來로 나가자.”1

김장언
김장언은 독립 큐레이터,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기획2팀장(2014~2016), 서울미디어시티

홍이현숙은 늘 길에 있었다. 더욱 정확히 말한다면, 그녀는 늘 외부에 있

비엔날레 2018 디렉토리얼 컬렉티브 등을

— Hyeseok Na1

었다. 집 밖에서, 길 위에서, 들판에서, 도로에서, 허공에서 그녀는 있었

역임했다. 저서로 비평집 『미술과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현실문화연구, 2012)와 『불가능한

다. 그녀는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기고, 걷고, 뛰고, 날고 있었다. 그녀는

대화: 미술과 글쓰기』(미디어버스, 2018)가 있다.

밖에서 흐르고 있었다. 흐르고 흘러 그녀는 어딘가에 늘 도착했지만, 한
편, 불현듯 어디에서 다시 흐르고 있었다. 이 글은 홍이현숙의 흐름에 관

Jang Un Kim
Jang Un Kim is an independent curator
and art critic. He was Senior Curator and
Head of Exhibition Team 2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in 2014-2016. Kim served on the
Directorial Collective for the 2018 Seoul
Mediacity Biennale. He is the author of On
the Shores of Contemporary Art and Politics
(Hyunsil munhwa, 2012) and The Impossible
Conversation: Art and Writing (Mediabus,
2018).

한 것이다.
애도에 관하여

그녀의 첫 번째 흐름이 죽음의 애도로 시작하는 것은 흥미롭다. 여성의
애도가 일종의 푸닥거리의 하나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그 시작이 흐름이
라는 움직임과 아주 먼 것도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나무들
이 잘려 나가자, 그 죽은 나무에 관한 애도의 과정을 전시로 만든다. 잘
려 나간 나무들이 버려졌고, 그녀는 다시 그것을 모으고, 선택하고 다듬
고 다시 배열했다. 《은닉된 에너지》(1988)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물성
에 관한 조각적 탐구처럼 보이는 이 작업은 삶과 죽음 사이에 연결된 시
간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애도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홍이현숙의 애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
지만, 프로이트의 애도가 함의하는 타자와의 최종적인 이별을 위한 의
례가 아니라, 오히려 부재한 대상의 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데리다적
인 이러한 태도는 죽음이라는 부재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
은 죽은 대상의 있음과 없음, 즉 그 상태와 관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작
가는 은닉된 에너지를 발굴하고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드러내려 하
지 않고, 그 에너지와 같이하고자 한다.
그녀의 애도는 선배 조각가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확장된다.
선배 조각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직 못다 한 애도〉(1990)는 그 제목
에서 이별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풍긴다. 애도가 완성된다
는 것은 프로이트적 차원에서 그 죽음을 포식하는 것이지만, 작가가 의
도하는 것은 자신의 애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녀는 선배의 예술을 기념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멈추어진 선
배의 예술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
를 인정한다. 아버지의 죽음에서도 동일한 태도가 드러난다. 《은닉된
에너지: 벗어놓은 옷들》(1995)은 의류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남겨둔
옷들과 더불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인정한다. 인정이라는 지점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것은 인연의 고리처럼 어렵다. 이
작업은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옷들이 자
신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그 옷들의 에너지를 다시 출현시키는 것이기
도 하다. 옷과 흙더미가 지층처럼 쌓아올려져 그 위에서 잔디가 자라나

Standing Out
Hong Lee, Hyun-Sook’s
The Flow:

흐름:

Let’s leave for good.
It’s all emptiness for me in the past and the
present, so let me walk into the future

는 《은닉된 에너지: 갤러리에 밭》(1999)과 같은 작업은 더 이상 아버지
의 유산으로서 옷들의 의미를 떠나, 보편적인 의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애도를 식물의 생장으로 기념한다.
홍이현숙의 초기 작업에 등장하는 애도의 의미를 길게 적는 것은
초기 그녀의 작업에 등장하는 애도의 과정이 이후 그녀의 작업에서 보
이는 밖으로 나섬과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맺기를

홍이현숙의 나아감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녀는 앞서 언급한 개인적 애도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세상에 나아간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의
모든 대상과 만난다. 그것은 사람이기도 하며, 사물이기도 하며, 동물

Hong Lee, Hyun-Sook was always
on the street. To be more precise,
들면서」, 『삼천리』 7권 2호, 1935.2.
she was outdoors at all times. OutHyeseok Na, “Where Should I
side her home, on the street, in
Go: Beginning a Modern Life,“
the field, on the road, and in the
Samcheonri 7, no. 2 (1935): 2.
air―she was there. She was also
not there. She was crawling, walking, running,
and flying. She was flowing outdoors. She would
proceed and always arrive somewhere, and then
suddenly she would be flowing again someplace
else. This text is about her flowing from place to
place.
1.

나혜석, 「어대로 갈가 - 신생활에

Regarding Mourning
Intriguingly, Hong Lee's first flowing starts with
mourning a death. Women's grieving is regarded
as some sort of exorcism; therefore, its beginning seems to be related to the motion of flowing. When trees were taken down in the region
where she lived, she turned her grief over the
dead trees into an exhibition. The cut-down trees
were discarded. She collected them, selected
some, cleaned, and arranged them. The result is
Hidden Energy (1988), a sculptural exploration of
physicality, which deals with the feature of time
that connects life and death. The artist presents
the piece as a mourning process.
This may not be intended, but Hong Lee's
grieving differs from Freud's as a ritual for bidding farewell to others. Hong Lee's is about being present with the distance between her and
the subject that no longer exists. She builds a
relationship with its current state―whether it is
present or absent. The artist does not seek and
pull out its Hidden Energy to claim as her own, but
she wants to stay with it. Her grieving expands
after the deaths of her artist friend and her father. Incomplete Condolences (1990) is a piece
lamenting her friend, and its title reflects that her
mourning is not yet finished. From a Freudian perspective, completing a mourning process means
fully digesting the idea of someone's death. However, the artist is well aware that it is impossible to
bring closure to her mourning. Rather than commemorating her friend's art, she accepts that
their artmaking has come to a halt. She treats her
own father's death in the same manner. As she
handles the clothes he left behind, she accepts
her relationship with her father, who ran a clothing business (Hidden Energy: Clothes Taken Off,
1995). The act of acceptance is crucial. It is excruciating to fully ac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for what it is, and
so it is with the complicated interconnections
in one's fate. The work is about letting go of her
father, but it also allows the energy within the
clothes to reappear so that they can have their
own temporality. Grass grows out of the pile of
clothes and soil in Hidden Energy: A Fiel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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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고, 식물이기도 하다. 한편 도시라는 공간이
기도 하며, 산과 같은 자연이기도 하다. 그녀의 관계 맺
기 방식은 대체로 이러한 애도의 과정 이후, ‘되기’로 변
화된다.2 따라서 애도의 방식이 중요하다.
죽은 대상의 타자성을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데리
다적 의미의 불가능한 애도는 홍이현숙에게 다양한 방
식으로 나타난다. 동성애자였던 친구의 없음과 있음은
친구의 바지에 이중 성기를 만들어주고 친구의 브래지
어에 가슴을 달아주는 것으로 기억된다. 가려진 그/그
〈그와 그녀의 바지〉(1996), 〈숨겼던 가슴〉(1996)

녀의 정체성은 제3의 성으로 가시화된다. 재개발을 앞
두고 폐허가 된 서울 주택가에서 그녀는 그곳에 살았
던 여성 누군가의 행위를 수행한다. 샤워를 하고, 요가
를 하며, 하릴없이 움직인다.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도
〈북가좌 엘레지〉(2009)

시와 땅 그리고 사람들의 시간은 그녀의 유령적 행위
를 통해서 서로를 치유한다. 생명 탄생을 위한 여성의
성징이 소멸할 때, 그녀는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과 자
매애를 나눈다. 소멸된 여성성은 또 다른 여성성으로
〈폐경의례〉(2012)

태어난다. 마애불이라는 구원의 물질적 대상의 현재적
상태를 카메라를 통해서 촉각적으로 어루만지는 작업,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2020)은 인간의 소망에 의해
서 발원되고, 시간에 의해서 마모되며, 다시 인간의 욕
망에 의해서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된 인공적인, 그
물질적 대상에 대한 애도이다. 그녀는 카메라라는 눈을
통해서 그 대상의 현존을 받아들인다.
도시의 산책 : 여성 산책자 (flâneuse)

이제 홍이현숙의 나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초기
애도작업 이후, 그녀는 세계로 걸어간다. 이 나섬은 어
떤 종교적 선언이나 낭만주의적 발자국과는 다소 상의
하다. 그녀는 하릴없이 걷는다. 그녀는 작업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속칭 냉장고 원피스라는 쿨 레이온 소재로 만
들어진 홈웨어 드레스를 입고 양산을 쓰고 도시를 산책
한다. 통기성과 편이성으로 중년 여성들이 집에서 즐겨
입었던 그 옷은 그녀에게 도시(와 세계)를 만나는 사제
3

복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냉장고 원피스를 입은 그녀들
의 산책은 주목되지 않는다. 보통 여성들은 그 옷을 입
고 집을 나서지도 않는다. 그 옷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
간에서만 사용되는 비공식적이며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옷을 입고 서울의 심장부에서부
터 변두리까지, 부유하면서 사건을 만든다.
이 나섬은 작가에게 작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시
화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의미의 남성 산책자와는 상이하다. 벤야민
에게서 발견된 메트로폴리스라는 도시의 남성 산책자
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도시의 광경을 관찰하고 평가하
며, 자신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능력을 드러낸다. 공공
장소를 가로지르는 그들의 움직임은 무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공인된 의미를 획득한다. 그들은 근대적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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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1999). With the plant growing, the work
frees the clothes from representing her father's
‘되기’에서도 주목된다. 그것은
legacy and preserves the memory of grieving life
신들림이라는 것으로 그 대상과
and
death, which is universal.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를
I elaborated at length on the significance of
통해서 대상과 더불어 같이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mourning in Hong Lee's early works. It serves as
a good reference for her “standing out” (ex-sisI will bring attention to this
process of mourning again
tere) and how she developed a relationship with
when I elaborate on the notion
others she encountered on the way―both of
of becoming later. It refers to
the state of being possessed.
which appear in her more recent works. She
It does not mean to merge
enters the world as an artist through personal
oneself into the other but to
build a world with them in one’s
mourning. While doing so, she meets all different
relationship to the other.
subjects: humans, objects, animals, or plants.
She also meets places like cities or nature like mountains. She
connects with others through her grieving, and its process
turns into a “becoming.”2 Therefore, how the mourning is performed is critical.
Derrida’s notion of impossible mourning as an act of acknowledging the otherness of the dead appears in various
forms in Hong Lee’s work. Hong Lee reminisces about her queer
friend's life and death (presence and absence) by attaching double genitals on their pants (His and Her Pants, 1996) and breasts
on their brassiere (The Breasts Kept Covered, 1996). The hidden
identity of her friend is portrayed as a third gender. In an old and
vacant residential area in Seoul, waiting for redevelopment, the
artist performs a woman who used to live there. She takes a
shower, does yoga, and aimlessly moves around (Bukgajwa Elegy, 2009). The artist's ghost-like actions allow the memories of
the city, land, and people that are absent and present to console
one another. When her female sexual characteristics become
no longer functional, the artist forms a bond of sisterhood with
other women who are going through the same experience (A
Ritual for Menopause, 2012). The withered femininity comes alive
as another femininity. In What You Are Touching Now (2020), the
artist's camera "caresses" the present condition of a Maae-bul,
an embodiment of one's hope for salvation, in a
tactile manner. The work laments the artificial and
3.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이런 옷을
physical subject created to satisfy humans' wish입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ful thinking, worn out through time and damaged
플래퍼(flapper)를 떠올린다. 플래퍼는
by a human impulse for restoration. Hong Lee ac근대여성의 전형으로 팔랑거리는 실크
knowledge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through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 자신의 매력을
her eyes, i.e., through the camera.
드러낸다. 흥미로운 것은 플래퍼들의
2.

이러한 애도의 과정은 이후 설명될

스타일이 당시 미성숙한 남성을
떠올린다는 측면에서 la fille가 아니라
la garçonne로 의미화됐다는 것이다.

냉장고 원피스를 입은 아줌마들은
사회적으로 무성적이며 원피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성을 가시화한다.
중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그리는 여성성을
전유한다는 측면에서 이 둘은 공명한다.
Ironically, when I see middleaged women in this type of
dress, I think of flappers.
Flappers represent modern
women in a silk dress, flaunting
their charm. It is interesting
that the term “flapper” was
interpreted as a man rather than
a woman (la garçonne over la
fille) because the style reminded
people of a young man. Society
considers an ajumma wearing
a fridge dress asexual, and
the dress is a way for her to
visualize her gender. Ajummas
and flappers echo each
other because they both are
conventionally viewed as asexual
and they both appropriate their
female sexuality in their own
preferred ways.

Walking in the City: The Flâneuse
The text will now look into Hong Lee, HyunSook’s standing out. Since her early works on
mourning, Hong Lee has been walking into the
world. Her walking somewhat differs from affirming one's religious faith or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Romanticism. She just walks without a purpose. In some of her works, Hong Lee
appears wearing a rayon house dress, known as
a “fridge dress,” with a parasol in her hand and
wanders around the city. This particular kind
of clothing used to be very popular with middle-aged women because of its breathability
and convenience. It seems appropriate enough
to call the dress a cassock for Hong Lee, which
she puts on to go out to the city (and the world).3
No one pays attention to the walks undertaken
by those wearing fridge dresses. Women rarely
leave their houses in them because the dress is
informal and only to be worn briefly in a private
space like their homes. However, the artist trav-

평가하며 전유한다. 반면 여성 산책자들은 은폐되어왔
4

다. 대부분 도시를 가로지르는 여성들은 중산층 가정

4.

벤야민의 남성 산책자의 모순에 대한
비판은 1980년대부터 여성주의

의 부인들이거나, 여성 노동자들이거나 창녀들이다. 거

담론에서 이루어졌다. 대체로 초기에는

리의 여성이 창녀를 의미하는 것처럼, 거리에 있는 여

19세기 공적 공간에서는 발견할

성들은 남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특화된다. 공적 공간의
여성은 보호받는 여성이거나 타락한 여성이었다. 그렇
지 않다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로서 공격당하
거나 보호받게 된다. 물론 특이성을 실천한 여성 산책
자들이 있었다. 문학적으로 그 증거물들을 찾을 수 있
으며,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도 있다. 한국
에는 나혜석(1896-1948)과 이선희(1911-?) 등이 있
다. 그러나 도시는 여성 산책자들에게 언제나 폐쇄되어
있다.

남성 산책자와 같은 동등한 지위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은폐된 여성 산책자의
전형들이 문학을 중심으로 발견된다.
대표적인 학자는 데보라 파슨스
(Deborah L. Parsons)이다.
Benjamin’s paradox of the
flâneur has been criticized in
feminist discourses since the
1980s. In the early years, it was
understood that women did not
have the same status as the
flâneur in public spaces in the
19th century. From the 1990s,
there were discoveries of the
flâneuse in literature. One of the
leading scholars on the topic is
Deborah L. Parsons.

홍이현숙은 늘 밖으로 나아갔지만, 여성 산책자로
서 자기 의미를 획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작업이 있다. 〈물주
기〉(2005)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고, 삭발된 자신의 머리에 물을 주
며,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나도록 하는 영상작업이다. 문득 불교의 출
가와 기독교의 세례를 떠올리는 이 작업은 여성으로서 자기 갱신을 상
징적으로 함축한다. 언뜻 여성 산책자와 이 작업은 연관이 없는 것처
럼 여겨지지만, 늘 거리에 있던 홍이현숙이, 새로운 홍이현숙으로 거리
에 나서는 자기 의지를 표상한다는 차원에서 여성 산책자로서 자기를
선언하는 행위처럼 여겨진다. 또한 이 작업은 예술가가 아니라 가정주
부로서 관계 맺었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한 여성의 자살을 접하
고, 제작된 작업이다. 우울증을 감추고 반듯한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
아가던 이웃 여성의 죽음을 통해 그녀는 다시 태어남의 의지를 다진다.
작가는 머리를 밀고, 새로운 털이 나길 기대한다. 그리고 자신의 방만해
진 몸을 수련한다.
〈달밤의 체조〉(2006)

여성 산책자로서의 자기 탄생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여성 산책
자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발견하고 발명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지
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좌절되기 때문이다. 쥬나 반스의
Djuna Barnes

소설 『밤의 숲』의 화자가 주인공 노라에 대해서 “세계와 그 역사는 노
Nora

라에게 마치 병 속의 배와 같다. 그래서 그녀 자신이 외부에 있거나 규
정될 수 없다고 여겼다.”라고 밝힌다.5 말 그대로 세계와 그 역사는 여
성들에게 병 속의 배와 같다. 여성들은 그 배에 승선해 있다. 여성 산책
자들은 늘 탈주를 꿈꾸지만, 그 배는 늘 병 속에 있다.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병 속 물에 뜬 배에서 살아가야 한다.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
여야 할까.
홍이현숙은 이제 하릴없이 거리를 양산을 쓰고,
냉장고 치마를 입고 걷지만은 않는다. 그녀는 타인
의 집 담을 기어, 지붕으로 올라가고, 집과 집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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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가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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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가 남성 산책자의 산책을
방해한다. 남성 산책자의 전유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손 팻말 시위(피케팅)〉(2016)

반면, 홍이현숙의 전유는 비폭력적이다. 도둑질을 위해
서 담을 넘고 집과 집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리병 속의 세계와 역사를 넘나들기 위한 몸부림이다.
가부장제의 현대적 재구조화인 광화문 광장에서 그녀

2019년 6월 15일 게시, 2021년
http://journals.openedition.org/
erea/7377
Johanna M. Wagner, “Public
Places, Intimate Spaces.
The Modern Flâneuse in
Rhys, Barnes, and Loos,”
E-rea [Online], 16.2 | 2019, 26,
Published on June 15, 2019,
Last accessed on January
30, 2021. URL: http://journals.
openedition.org/erea/7377

els around in the dress from the center of Seoul
to its outskirts and creates events.
Her standing out allows her identity as an
artist to be visible. However,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walking of the modern male who can
be credited as the first “flâneur.” The flâneur of a
city―Walter Benjamin's metropolis―studied the
city, freely formed his opinions, and showed off
his intelligence and artistic sense. His movement
crossing a public place, even when it was aimlessly done, earned public validation. The flâneur
evaluated and occupied the modern city. On the
other hand, the flâneuse has been hidden away.4
Most women who traveled across the city were
wives in a middle-class family, women laborers,
or prostitutes. Since women on the street were
typically considered sex workers, they were characterized as an object of male desire. Women in
a public place were to be either protected or considered debased. If not, those defenseless people were easily abused or put under men’s care.
There were flâneuses who put their individuality
into practice. Many literary works documented
them, and some real people accomplished their
“walks.” There was Hyeseok Na (1896-1948) and
Seonhee Lee (1911-?) in Korea. However, cities
still remain closed for the flâneuses.
Hong Lee has always taken herself outside.
Among the works where she makes sense of herself as a flâneuse, a few pieces particularly draw
my attention. In Watering (2005), a moving-image
piece, the artist shaves off her hair and waters her
scalp to grow her hair back. Her action evokes the
image of someone leaving to be a Buddhist monk
or the tradition of Christian baptism, symbolizing
one's self-renewal as a woman. This work may
seem unrelated to the flâneuse at first glance.
However, through her action, Hong Lee, who was
continually on the street, shows her own determination to go out to the street as a new person.
Therefore, I see the work as the artist’s declaration
of herself as a flâneuse. Hong Lee made Watering
after her neighbor committed suicide. Hong Lee
and the neighbor, two housewives, lived in the
same apartment complex and became friends.
The woman led the life of a well-regarded homemaker, secretly suffering from depression. After
her death, the artist confirms her own decision to
be reborn. She trims her hair short and waits for
new hair to grow. She also works out her neglected body (Exercise on a Moonlight Night, 2006).
Giving birth to oneself as a flâneuse is quite
meaningful. Flâneuses have studiously tried to
discover and invent their own space, but the efforts have been very much deterred or their visibility has been only a relative. In Nightwood, a
novel by Djuna Barnes, the narrator talks about
the protagonist Nora: “The world and its history
were to Nora like a ship in a bottle; she herself
was outside and unidentified.”5 Indeed, to women,
the world and its history work like a ship in a bottle. Women are on the ship. They always dream
of an escape, but the vessel stays inside the bottle. They can either fall into the water and d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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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들 사이에 서 있거나 요가를 하는 것은 언뜻 상
황주의자들의 표류를 떠올리지만, 거기에는 도시 전복
을 위한 폭력적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 공간
의 균질성에 수행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자 한
다. 그리고 연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 선언에
대한 동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산책자에게
그 말들을 들어줄 것을 겸손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요청
한다.
홍이현숙의 산책은 19세기 여성 산책자의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의 시선도, 소비자의 시선도 아
니다. 그녀는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현재라는
공간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수행을 한다. 이로
써 그녀만의 어떤 여성 산책자 모델을 형성한다. 사적
공간에서 애용되는 의상을 입고 공적 공간에 출현하여
‘이상한’ 행위를 한다. 이 행위는 법적으로는 위법은 아

니지만, 문화적으로는 관례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다.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그녀는 여성 산책
자의 시간과 공간을 다시 창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
짐은 이미 〈북가좌 엘레지〉에서 예견되었다. 재개발을
위해서 반파된 주택가의 버려진 주택에서 그녀는 유령
처럼 옷을 벗고, 샤워를 하며, 대소변을 보고, 요가를 했
다. 미친 여자와 같은 이러한 행위는 여성의 시간과 공
간에 대한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 제의적 공연이었다.
축지법과 변신술

축지법은 여성 산책자로서 홍이현숙의 방법론이다. 그
러나 그것은 실패했다. 그녀는 우연히 축지법 학원을 발
견하고 방문했지만, 그곳은 이미 폐업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녀가 구하게 된 축지법 교본을 통해서 그녀는
축지법을 독학으로 배우려고 한다. 작가는 무심한 듯,
호기심에 그 학원을 방문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눈에 축지법이 들어온 이유는 걷기의 의미를 다른 차원
에서 작동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축지법은 도교의 수행술의 하나로, 문자 그대로 물
리적 거리를 접어 그 이동의 시간을 다르게 만드는 것
이다. 유독 축지법이 한국의 민간 설화에서 유행했다는
것은 흥미로운데, 야설의 인물들을 영웅화할 때, 축지
법은 그의 초월적 능력으로 자주 등장한다. 홍이현숙은
이 능력을 여성주의적으로 재전유한다. 축지법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
적 공간을 변형시켜 새로운 속도감으로 공간에 개입한
다는 것은 이 세계를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그 세계 내
에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틈을 발명하는 방법론으로
주목된다. 드 세르토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전술적이다.
Michel de Certeau

그러나 축지법은 결코 공식화된 적이 없는 - 물론 북한
에서는 공식화된 영웅 서사의 하나에 포함된다. - 남성
들의 판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홍이현숙은 그것을 현
실 세계에 가상적으로 재현한다.
〈폐경, 폐경〉(2012)

themselves or continue living on the floating ship. What new
paths should they search for?
Hong Lee no longer aimlessly strolls around the city in a
fridge dress with a parasol. She now crawls over the boundary walls of a stranger's house, climbs up their roof, and flies
between homes (Womb-Closed Boundary-Smashed, 2012), or
she practices yoga in the Gwanghwamun Plaza, which was reconfigured into the plaza for the king (Gwanghwamun Still Life,
2011). She goes out to the street with a hand sign and demands
the truth for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nd interrupts a man
walking (Picketing, 2016). While the way the flâneur occupies a
space is violent and aggressive, Hong Lee's walks are peaceful.
She does not jump over the walls or go from house to house
to commit burglary. The actions display her physical efforts to
traverse the world and human history in a bottle. When Hong
Lee comes between the police officers or practices yoga in the
Gwanghwamun Plaza, a place symbolizing the modern reconstruction of patriarchy, one may recall the Situationists’ “dérive.”
However, there are no ferocious actions to turn over the city.
She tries to build new energy by performing against the homogeneity of the space. Even if it is staged, the artist still does not
force men to join her political declaration. She asks them to listen to her in a humble but focused manner.
The artist’s walk does not reflect a tourist’s or a consumer’s
perspective―a typical flâneuse of the nineteenth century. She
joins the space, i.e., the present, with her body, not with her gaze,
and she performs her practice; she creates her own embodiment of a flâneuse. She puts on a dress that is typically worn
in a private space and appears doing “strange” things in public.
Though what she does is not illegal, it is culturally unconventional. Through those actions, she strives to recreate the time
and space of the flâneuse. Such endeavors are already visible
in Bukgajwa Elegy. In a half-demolished, abandoned house, like
a ghost, she undresses, washes herself, urinates and defecates, and does yoga. These mad-woman-like behaviors are a
ritualistic performance that opens the door to another dimension of women's tim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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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축지법을 여성적으로 재전유했다고 말하는 것은 균질한 공
간에 대한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창출하는 걷기의 방법론으로서의 축
지법을 작가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중
요하지 않다. 사회에서 매번 좌절되는 여성적 걷기의 문제는 상상적 도
술의 하나로 초월적으로 드러난다. 여성에게 폐쇄된 도시에서 여성이
인식하는 공간감은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 사회가 규정한 물리적 거리
는 정상 성인 남성에게만 유효하다. 홍이현숙은 거기에 좌절하기보다
그 거리를 접고, 날아, 새로운 속도감을 만들어 낸다. 중요한 지점은 그
녀가 축지법을 통해서 중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로부터 다른 속도감
을 인지하고, 그 탈주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축지법의 실패 혹은 발견은 그녀를 변신술로 나아가게 한다. 그녀
의 변신술은 분명 요가의 수행과 연동되어 작동했을 것이다. 방만해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행하기 시작한 요가를 통해서 그녀는 ‘되기’
의 방법론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나무 자세, 고양이 자세, 개 자세, 사
자 자세는 일종의 ‘되기’의 수행법이다. 그녀는 실제로, 사자가 되기도
하며, 고래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되기
〈사자자세〉(2017)

〈고래자세〉(2018)

〈석광사 근방〉(2020)

의 과정은 단순히 요가의 수행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아
닌 다른 종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다른 인식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
한 그녀의 방법론이다. 그녀에게 더 이상 축지법은 필요치 않다. 그녀
는 되기의 방법론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받아들이고 공존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제 물리적 장소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되기에 대해서 그것이 동물을 흉내내는 것

Gilles Deleuze

Pierre-Félix Guattari

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른 대상들과 연결되어, 새로운 혼성적인
무엇으로 재창안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되기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변
형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획득하고, 다른 탈주선을 형성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러웨이는 다른 종들과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인간 중심주의적 논리가 근대적 자본주의 문화의 폐허를 만들
어 냈으며, 새롭게 ‘자연문화’를 창출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
natureculture

Chukjibeop (Distance-Shrinking Magic) and
Byunsinsul (Transformation Magic)
Chukjibeop is a methodology that Hong Lee has taken up as a
flâneuse, but it is a failed one. She found a chukjibeop school by
chance and visited, but it was already out of business. Still, she
tried to teach herself the skills from a textbook. She said that
she had stopped by the place casually out of curiosity. I assume
that she was drawn to chukjibeop because she was interested
in addressing the meaning of walking at another level.
Chukjibeop is part of Taoist practice, and it literally means
“folding the physical space to change the traveling tim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chukjibeop is part of many Korean folk
tales. In turning a mythological figure into a hero, chukjibeop is
often mentioned as representing the person's transcendental
skill. Hong Lee takes back this ability for feminist purposes. Her
chukjibeop is not for traveling to another plane of existence
but for intervening in a space with a new sense of speed by
transforming the real world's physical space. It does not deny
the world, but it invents the in-between space of a new space
and time while still being part of the same world. In Michel de
Certeau's term, it is a tactical method. However, chukjibeop has
never been proven to be true and only remains a male fantasy,
though it is part of North Korea's officialized heroic narrative.
Hong Lee creates an imaginary representation of it in the real
world (Womb-Closed Boundary-Smashed, 2012).
According to Hong Lee, she has reappropriated the own-

이 인간 이외의 모든 대상들과 공존의 윤리를 발명하는 것이다. 그 윤
리를 위해서 종족이 아닌 친족이라는 이름의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이현숙에게 되기는 실천 윤리이다. 그녀는 고래의 발성을 수행하
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서의 감각을 일깨운다.
〈고래자세〉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과의 연대의 기억을 들춰낸다. 우리 몸에 있는 생
명체로서의 감각, 그리고 그 생명체들 보편이 갖고 있는 감각을 일깨우
고, 인간이 파괴한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서 성찰한다. 〈석광사 근방〉은
길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석광사는 호랑이를 영험한 대상으로 모
시는 산신각이 있는 절이며, 그 인근은 곧 재개발로 새로운 도시로 만
들어질 공간이다. 작가는 절에 모셔진 호랑이를 어루만지며, 또한 길고
양이들을 어루만진다. 나무로 만들어진 호랑이는 인간의 기복에 의해
서 창출된 물질적 대상이며, 길고양이들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키
워지다 버려진 생명체이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버려지
는, 다르지만 동일한 종들은 재개발을 앞둔 공간을 배회한다. 작가는 이
들에게 다가가 지구 구성원이 처한 현재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해러웨이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관계-속의 타자성’을 일깨
otherness-in-relation

우는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가로지르는 소통’의 방식이다. 이제, 작가
communication across irreducible difference

에게 되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들에 대한 것으로 확장
된다. 모두가 다른 종들에게 나아가, 서로를 교환한다. 그것은 감각이

ership of chukjibeop as a woman, which means
that she has discovered it as a way of walking to
create a new sense of time and space against
the homogeneity of space. Practicing the skill
and putting it into action is not crucial. Women's
walking, which has always been socially discouraged, transcends itself through the imaginary
Taoist magic. Women’s perception of space in a
closed city is different from men's. The socially
prescribed physical distance is only valid for regular adult men. Such a circumstance does not
drive the artist into despair. Instead, she folds the
space and flies over it, creating another sense of
speed.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rough chukjibeop, she recognizes the new sense of speed
distinguished from gravity, the physical energy,
and she seeks an escape.
Discovering and failing in chukjibeop allows
the artist to emerge to byunsinsul (transformation magic). Her interest in chukjibeop must have
been triggered by its interconnection with her
yoga practice. To recover from her neglected
body, she begins a yoga practice. Through yoga,
she has probably figured out the methodology
of “becoming.” The tree pose, cat pose, downward dog pose, and lion pose are, in some ways,
done to practice “becoming.” She becomes a
lion (Being a Lion, 2017), a whale (Being a Whale,
2018), and a tiger (In the Neighborhood of Seokgwangsa, 2020). However, her process cannot
simply be considered the documentation of yoga
practice. It is a methodology she takes up to gain
other ways of acknowledging the world through
species other than humans. She does not need
chukjibeop anymore. Through the mode of becoming, she is accepting the world again and coexisting with it. The physical space is no longer of
importance, either.
According to Deleuze and Guattari, becoming an animal is not mimicking it. It is connecting
to other subjects and reinventing oneself into
something new and hybrid. Through becoming,
one's body is transformed, a new sense is obtained, and a new line of flight is created. Haraway talks about life in symbiosis with other species. She believes that human-centered logic has
brought the modern capitalist culture into ruins
and calls for building a new “natureculture.” This
refers to humans formulating an ethics of symbiosis with all non-human beings. Their ethical relationship should be based on a new name―not a
species but kin.
To Hong Lee, becoming means practical ethics. As she performs the whale's utterance, she
wakes up the animal senses within her (Being
a Whale). Then she uncovers the memories of
standing in solidarity with other lives. She reawakens one's physical sense as a living being
and the sensations that the living typically share
and ponders on the lives humans have destroyed.
In the Neighborhood of Seokgwangsa looks into
street cats. Seokgwangsa is a temple that houses a mountain spirit shrine for worshiping the
tiger as a spiritual subject. The adjacent are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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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고, 타액이 될 수도 있으며, 에너지가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른 종들과 공-구성적 관
co-constitutive

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녀의 변신술은 멈추
고, 다른 종들과의 관계 맺기로 변화되며 더불어 같이
진화되는 새로운 세계 만들기로 변화된다.
worlding

홍이현숙은 생명을 감각하는 낯선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녀는 구제역의 파동에 의해서, 식료품으
로 대량 생산되는 동물들의 살처분을 보면서 먹거리에
대한 위기를 인식한다. 산업화된 농축수산업에 대한 반
성과 생명의 순환으로써 먹거리에 대해서 동료들과 공
부하고 전시를 기획한다. 전시장 인근 버려진 빈터에
그녀는 들깨를 뿌리고, 70여 일이 지나 수확한 들깨를
말려 전시장에 전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깨를 터는 방
〈깨털식(式)〉(2012)

식이다. 그녀는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에 사각형의 프
레임 구조물을 매달아 놓았다. 그 프레임 구조물 위에
는 건조된 깨들을 펼쳐 놓고, 그 아래는 천을 깔아 놓았
다. 그리고 전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을 깨들이 있는 구
조물 아래 모이게 하고, 깨에 대한 명상을 시작했다. 명
상이 끝난 후, 그 구조물 아래 들어가 누운 사람들을 제
외한 사람들이 깨를 털기 시작한다. 먼지처럼 작은 깨
들은 구조물 아래 누운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사람들은
깨라는 생명의 응집물을 온몸으로 환대한다. 깨는 비
단 먹기 위해서만 재배된 것이 아니다. 이 퍼포먼스는
식물의 탄생과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숭고한
의례인 것이다.
들판으로

홍이현숙은 작업 초기부터 장소 특정적 작업을 수행했
다. 그녀가 거리로 나왔을 때, 도시는 견고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도시에 부드러운 유머를 삽입하고자 했
다. 국립극장의 장엄한 계단에 옷들을 삽입하거나, 자신
《은닉된 에너지: 옷들의 켜》(1998)

이 고등학교 시절 이용했던 육교가 노후하자 그 육교에
주단을 깔아주는 식이다. 공간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야생의 다리〉(2000)

조형적 실험뿐만 아니라 작가에게 중요했던 것은 작업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이로써 그
녀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된다.
공간과 대상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화시켜 그 공
간에 대한 다른 감각을 부여하는 과정은 누군가와 더
불어 같이 무엇을 모색하는 가능성으로 확장된다. 같이
하는 경험은 이후, 여성주의에 대한 작가의 자각과 ‘미
술인 회의’라는 새로운 미술인 조직에 관여하게 되면서
더욱 공고해진다. 그녀의 밖으로 나섬은 이렇게 사회와
만나게 되고, 연대와 우정의 공동체로 향한다. 그것은
조직되지 않는 조직이며, 만들어지며 사라지는 공동체
이다.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여성 연대와 사회참
여적 미술 형식으로 가시화된다. 〈폐경의례〉의 경험이
만들어준 여성적 공동체의 경험은 〈우리집에 왜 왔니〉

part of a redevelopment plan and will be transformed into a
new city. She caresses the tiger in the temple as well as some
cats on the street. The wooden tiger is a physical object made
by men wishing for prosperity, and the cats were taken in by
humans for their enjoyment but later abandoned by them. The
two same-but-different species share the fate of being produced and discarded based on human preferences, and they
both roam in an area that will be demolished soon. The artist approaches them and talks about the current circumstances that
the members of the earth’s community are facing.
When one reads Hong Lee’s art through Haraway, the
artist’s work becomes a way of “communication across irreducible difference” that prompts one to be aware of the “otherness-in-relation.” For Hong Lee, becoming is not about “herself,” and its focal point extends to different species. Everyone
stands out to meet other species and offers their own selves
for an exchange: their senses, saliva, or energy. Humans need
to go through this process to form a “co-constitutive relationship” with them. Hong Lee’s transformation magic stops here,
and it develops into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ther species
with this new “worlding” process.
There is an extraordinary piece Hong Lee did, where the
audience encounters a sensory experience of life. During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measures were taken to
stamp out animals that humans mass-produced as food. When
she witnessed the culling, she became very aware of the crisis
in the food industry. She reflected on industrialized agriculture
and fisheries, studied food as part of a life cycle with friends,
and organized an exhibition. She sowed some perilla in an abandoned, empty area near the exhibition venue, harvested it after
about seventy days and put it in an exhibit after drying it (The
Ceremony of Threshing Perilla, 2012). What is fascinating is her
way of threshing. In the piece, she installs a structure in a square
frame about a meter above the floor. She spreads the perilla on
top of it and places some fabric beneath it. She gathers visitors
together under the structure, and their meditation on the perilla
begins. After the meditation, everyone except for those lying
under the structure starts threshing the perilla. The dust-like
small perilla falls to the people who are lying down. They embrace the condensed life, the perilla, with their entire bodies.
The perilla was not grown just for eating. This performance is a
sublime ritual to acknowledge the birth and death of the plant.
To the Field
From the beginning of her career, Hong Lee, Hyun-Sook performed site-specific works. When she went out to the street,
the city was hard to break in, and she wanted to slip some
whimsical humor into it. She inserted pieces of clothes over
the grand staircases of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Hidden Energy: Layers of Clothes, 1998), and she went to an old
pedestrian bridge that she used during her high school years
and rolled out a carpet over it (Wild Bridge, 2000). What mattered to the artist, along with the sculptural experimentation
to make the space freer, was how she related to people she
met during the process. Through these experiences, she
re-acknowledged what communities could be. Transform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space and invoking
another sensory experience evolved into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to explore a mutual interest. The sharing experience
became solid when she was consciously aware of feminism
and joined an artist organization called The Korea Association
Visual Art. Her standing out has allowed her to meet society,
which has led her to a community of solidarity and friendship.
It is an organization that is not organizable, and it is a co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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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를 통해서 보다 확장된다. 30대와 60대 사이 여성들, 대부분 가

정주부로 익명화된 여성들의 이야기들은 스스로 자신이 말한다는 측
면에서 자기 해방적이다. 그들은 누구의 무엇으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으로서 말한다. 사회 참여적 프로젝트의 경우, 《불광천에 물이드
니 미친흥이 절로난다》(2008)와 《실신 프로젝트 남양광하》(2015) 등
은 예술가들과 같이 참여하여 공간을 발견하며 탐구하고, 그곳에 살아
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관계 맺는 그 환경과 공유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근대적 의미의 미술이라는 신화가 균열되
고 깨지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사회에 대한 역할을 새
롭게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들로 나아간 것
이다. 2011년 작가는 노마딕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료작가 및
기획자와 더불어 몽골로 간다. 드넓은 초원에서 작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도, 모든 것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도전과 응전으로써 자연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짐
이라는 유한한 것으로써 생명체의 존재를 발견한다. 그곳에서 작가는
〈몽골에서 사라지기〉(2011)

동료들과 함께 동틀 무렵, 몸의 명상을 한다. 몽골식 서낭당이라고 할
수 있는 어워를 동료들과 더불어 몸으로 만드는 의식이다. 서로의 몸이
ovoo

〈무빙어워: 모두나 메디테이션〉(2011)

어워의 돌이 되어 겹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몸을 느끼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생명을 감각했다. 어워의 돌들은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을 상징하고, 어워는 하늘을 향하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동료들과 자신들의 몸으로 만든 살아있는 어워는 삶과 죽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는 공동의 몸짓이며, 모든 대상들과 함
께하는 공존의 경험이다. 이로써 사회는 인간이라는 종이 구성하는 정
치의 공간으로서 사회가 아니라 자연문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성으로
확장된다.
바다와 방 , 고래와 나

홍이현숙이 이제 바다로 나아갔다. 그녀는 바다에서 고래를 만났고, 그
들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전시장에는 자신의 방을 만들
어 바다에 띄운다. 그 방은 실제 자신의 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방이기
도 하다. 세계와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병 속의 배와 같다. 그
러나 고래는 우리가 모르는 심연에서 우리가 접하는 수면에 이르기까지
세계와 역사를 유영한다. 작가는 그들을 ‘등대’라고 명명한다.
〈여덟 마리 등대〉(2020)

고래의 소리는 고래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
편 바다라는 세계를 인지하는 감각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들은 바닷속
으로 자신들의 소리를 송출하고 세계를 감각한다. 문명의 진화는 그들
의 감각을 교란시키며, 그들을 우울하게 한다. 세계라는 바다에서 우리
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작가는 MBARI가 과학용으로 채
집한 고래 8마리의 소리를 우리에게 틀어주고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자세히 듣도록 요청한다.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인지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한다. 그들의 소리에 신뢰를 보내고,
그 소리로부터 세계에 대한 다른 감각을 느끼고, 지금의 삶의 위기를
성찰해야 한다.
고래 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간에 노란 방을 설치한 것은 의미심장
하다. 작가는 2008년 〈비닐 장판 바닥에서의 항해〉라는 작업을 통해
여성 작가로서 자신의 위기를 방으로 표상한 적이 있다. 가족과 살아가
는 집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인식을 설치로 표상한 이 작업은 주부, 어

nity that gets built and dissolves.
The artist’s interest in communities is noticeable in her work concerning solidarity with
women and requesting social participation. Her
experience of a feminist society in A Ritual for
Menopause grows in Why Did You Come to My
Home? (2013). The work tells stories of women
in their 30s-60s, mostly introduced as anonymous housewives. It is self-liberating to the participants because they tell their own stories. The
women speak as themselves, not as a person
who is attached to someone else. Hong Lee’s
social participatory projects, such as Plenty of
Crazy Fun at Bulgwangcheon Naturally Because
of Water Overflow (2008) and Silsin Project NamYang-Gwang-Ha (2015), involve other artists discovering and studying a place and sharing an experience with the locals and their environment.
While working on those projects, she may have
witnessed the myth of modern art cracking and
breaking up and newly recognized an artist’s role
in society.
What is the most remarkable is that she did go
out to the field. In 2011, the artist went to Mongolia with fellow artists and curators for a nomadic
project. In a wide-open field, she felt that she was
the center of the world and witnessed everything
disappearing over the horizon. She did not confront nature as a challenge or a response [to her
questions]. However, she observed the currently
existing lives as those of finite beings that would
eventually disappear (Away in Mongolia, 2011). As
the sunrise approached, she conducted a physical meditation with the participants. It was a ritual to build an ovoo, a Mongolian shrine, with their
bodies (Moving Ovoo: Moduna [together/I] Meditation, 2011). Each body worked as a stone that
constituted the ovoo, sensing each other as they
stacked their bodies and perceiving life as the
sun rose. Rocks in an ovoo represent the casualties of war, and an ovoo is for worshipping heaven.
Therefore, the living ovoo that Hong Lee built with
others was a shared gesture of lowering oneself
in between life and death, heaven and earth. And
it was also a way to experience symbiosis by being present with all lives. Thus, it was a leap made
from society being a political space composed
of the human species to the sociality created by
“natureculture.”
The Sea and the Room,
The Whale and I
Hong Lee proceeds to the sea; she meets whales
and lets us listen to their sounds. She makes a
room and allows it to float in the sea in the gallery. The room is hers, but it is ours as well. Now
the world and its history are, to every one of us, a
ship in a bottle. The whales travel the world and
history―from its unknowable abyss to the surface that is reachable to us. The artist calls the
whales “lightvessels” (Eight, Lightvessels, 2020).
Whales use their voices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ey send out sounds into the deep
sea, which is how they perceive the world.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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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작가라는 자신의 역할이 집이라는 공간 내부에서
공존하기 어려운 어떤 상태를 드러낸다. 작가가 고백하
듯이 노란 장판은 방을 잠식하고, 그녀를 공격한다. 그
녀는 그 방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여성’ 작가로 살
아남기 위한 자기 고백적 작업을 통해서 그녀는 생존
의 에너지를 획득했다. 그 방을 다시 전시장에 띄운다.
이 방은 이제 지난날 자신을 공격했던 그 방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방이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방이다. 그리고 그 방은 고래들의 소리와 함께 항
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소리는 다른-세계 만들기로의 초대이기 때문
other-worlding

이다.
이 글을 나는 나혜석의 글귀로 시작했다. 나혜석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글귀는 희망
적이라기보다 절망적이다. 여성 산책자로서 횡단했던
그녀는 관습이라는 막다른 길 앞에서 절규한다.

“가자 巴里로 살너 가지 말고 죽으러 가자.
나를 죽인 곳은 巴里다.

나를 정말 女性으로 만드러 준 곳도 巴里다.
나는 巴里가 죽으란다.

차질 것도 맛날 것도 엇을 것도 업다.
도라올 것도 업다. 永久히 가자.

過去와 現在가 空인 나는 未來로 나가자.”
여기에서 파리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파리를 지칭
하는 것이 아니다. 나혜석을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상상적 공간이다. 차학경에게 있어서 제3의 언어인
프랑스어가 해방적 언어로 작동되는 것처럼, 나혜석에
게 파리는 제3의 공간으로 여성주의적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공간이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좌
절된 그녀는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공간에서 죽으
러 간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비장하다. 죽음을 선언
하고 새로운 탄생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파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실제 죽음으로 나아갔다.
홍이현숙의 여정은 이제 바다로 향했다. 그녀는 바
다로 갈 것이다. 세계와 역사라는 유리병을 깨고, 자신
이 성찰했던 지난날 노란 방을 타고 바다로 나아갈 것
이다. 그녀는 비장하게 죽음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고래라는 8마리의 등대가 있기 때
문이다. 그들도 지금은 지치고 힘들지만, 생명의 힘은
경이로운 생명력을 발휘할 것이다. 홍이현숙이 고래들
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
리도 고래들의 소리와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홍이현숙의 바다로 나아감에 동참해야 한다.

man] cultural evolution interferes with their sensory powers
and frustrates them. What we human beings can sense in the
world of the sea is very limited. The artist plays the sounds of
eight whale species, recorded by the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MBARI) for scientific research, and she requests the audience to listen to them carefully. We can hear
but cannot understand their sounds. However, we must trust
them. We have to put our faith in their voices as we let them
teach us about the sensory exploration of their world and finally contemplate the crisis of today's life.
The installation of her yellow room in the space with the
whale sounds echoing is significant. In A Voyage on a Linoleum
Floor (2008), the room represents the hardships Hong Lee
goes through as a female artist. The installation symbolizes
the artist's psychological recognition of her home, the place
she shares with her family. The work reveals her troubles with
her different identities―a housewife, a mother, and an artist―which turn out to be incompatible in the home. The artist
confesses that the yellow linoleum takes over the room and attacks her. She needs to find balance in the room. By creating
this confessional piece portraying her struggle being a “female”
artist, she regains her energy to survive. She places the room
in the gallery space. The room is no longer pounding on her, but
it brings trouble to all of us, and it is where we all live our lives.
The room is sailing in the sea with the sounds of the whales.
Now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ounds because they are
invitations to an act of “other-worlding.”
I began my text by citing Hyeseok Na. She suggested we
would walk into the future. The passage sounds more desperate than hopeful. She, a flâneuse, who used to cross over spaces, is now at a dead-end that is made up of social conventions
and screams:
Let's go to Paris, not to live, but to die.
It's Paris that killed me.
It's Paris that made me into a real woman.
I will die in Paris.
Nothing to find, no one to meet, and nothing to gain.
Nowhere to go back. Let's leave for good.
It’s all emptiness for me in the past and the present,
so let me walk into the future.
In this text, Paris is not a physical space. It is an imaginary
space that allows Hyeseok Na to renew herself as a woman. As
Theresa Hak Kyung Cha freed herself with her third language,
French, Na had Paris as her “third place,” where she confirmed
her identity as a feminist. When she finally hit a wall in Seoul,
she declared that she would die in a place that allowed her to
be reborn. It is a bold statement. It is her declaration to die
and request a new life. In the end, she never made it to Paris
but walked into death. Hong Lee's journey is now heading to
the sea. She will go to the sea. She will break herself out of the
bottle, i.e., the world and history, put herself in the yellow room
from the past, her place for contemplation, and she will stand
out at the sea. She will not announce her willingness to die because she is now with the eight whales that she calls lightvessels. Though the whales are exhausted and troubled, the power of life will reveal its strength. Hong Lee listens to the whales.
They are not just for the artist. We should let their sounds bring
us into the future. We should join Hong Lee, Hyun-Sook's walk
to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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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레 근사한 것을 보면 닮고 싶다. 홍이현숙 작가와 닮은 글을 쓸 수 있

박수지
박수지는 서울을 기반으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을까? 홍이현숙이 사자의 자세를 연습하고, 고래의 소리를 받아쓰며 익

전시기획사 에이전시 뤄뤼(AGENCY RARY)를
운영한다. 학부는 경제학을, 석사는 미학을 전공했다.

힌 것처럼, 그와 닮는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나의 행위에 맥락과

이전에는 현대미술의 정치적, 미학적 알레고리로서

계보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천천히 벼려온 몸으로 매번 새삼스럽

우정, 사랑, 종교, 퀴어의 실천적 성질에 관심이
많았다. 이 관심은 수행성과 정동 개념으로 이어져,

게 감지하고, 매끈하기만 한 예술은 예술의 손해임을 끊임없이 자각하

이를 전시와 글쓰기로 연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며, 비약을 감행하는 예술의 역량을 꾸준하게 믿어보는 것. 그렇지만 예

예술 외부의 질문에 기대지 않는 추상의 가능성,
예술의 속성 그 자체로서의 추상성에 대해 고민한다.

술과 세계를 쉽게 낙관하지 않는 것. 몇 번의 시도만으로 의뭉스러운 일
을 곧장 해결할 수 있으리라 함부로 기대하지 않는 것. 매끄럽게 마모되

S u z y S o m a Pa r k
Based in Seoul, Suzy Soma Park is an
independent curator and the founder
of AGENCY RARY. She earned her BS in
Economics and MA in Philosophy/Aesthetics.
Her initial interest grounds on the practical
quality of friendship, love, religion, and
queer as a political-aesthetic allegory in
Contemporary Art. Expanding her interest
in the concepts of performativity and
affect, Park seeks to construct connections
between theory and her writing and curation.
Currently, she explores the concept of the
abstract, and its possibility of self-sufficiency
and self-referentiality in art.

지 않는 감각을 유지하는 홍이현숙의 구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
까. 이번 전시 《휭, 추-푸》(2021)에 아카이브 된 그의 2012년의 작품에
서 단서를 얻어 보았다.
그해 〈깨털식(式)〉(2012)1을 준비하며 작가가 쓴 노
트에는 ‘내 몸의 갱신’이라는 짧은 훈련 지침이 적혀있
다. ‘내 몸의 감각을 새로 깨우는 훈련을 하고, 내 몸이 바
뀌는 과정을 관찰하여, 시로 쓴다’는 것이 이 지침의 골
자다. 관찰에서 그친다면 이것이 예술가의 일인가 싶지
만, 그는 시로 맺음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작가가 특
별히 ‘갱신’하고자 했던 신체 부위는 혀, 눈, 코, 소화 기
관이었다. 예민한 혀를 위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식전
에 3분간 혀 체조를 하고, 아무 때나 먹지 않고, 음식의
날 것 상태의 맛을 숙지해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눈으로

1.

동료 작가, 큐레이터와 함께한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의 전시
《밥상의 기원》(2012)에서 보여준
설치-퍼포먼스 작품이다. 작가는 전시
마지막에 바싹 마른 깨를 관객의 몸에
털어내는 ‘의식’을 진행했다.
Installation-performance
piece. Hong Lee collaborated
with fellow artists and curators
for the exhibition The Origin
of the Tables (2012) at Emu
Artspace. At the exhibition’s
closing, Hong Lee performed a
“ritual” in which she shook off
dried sesame seeds from the
bodies of the audience.

는 첨가물이 들어간 가짜 음식의 색과 모양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하
다. 코는 온갖 화학성분의 낌새를 알아차리도록 늘 깨어있어야 한다. 소
화 기관으로는 음식이 내 몸을 지날 때의 느낌과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
어야 한다. 게다가 어떤 음식이 소화기관을 지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
지는지 관찰하는 것까지 훈련해야 했다.
의지에 따라 하루에도 수 차례 할 수 있는 이 촘촘한 연습과 훈련은
음식을 삼키는 일에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예술가의 몸
으로 ‘예술-상태’를 각성시키는 일로도 읽힌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이
상태에 도달시킬 수 있을 때 구현 가능해지는, 예술작품이라는 ‘결과물’
에 대한 면밀한 자가 지침으로도 독해된다. 흔히들 ‘예술가의 예민함’에
대해 언급하곤 한다. 이 말이 예술가의 행위에 어떻게든 가치를 덧입히
기 위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혹은 낭만주의 시대 ‘예술가의 천

Art that

Dares

to leap,

재성’이라는 환상이 동시대에는 ‘예술가의 예민함’으로 치환된 것에 지
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이 예민함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
는 상태인 것이 분명하다. 홍이현숙의 ‘뗏목이자 방’에 초대된 뒤2 지속

a Moment of
Renewing Doubt

비약을 감행하는 예술,
의심을 갱신하는 순간

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의문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게
으름 없는 상태를 이어갈 수 있나?’ 작가가 들으면 손사래를 치며 ‘게으
르다’고 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게으름은 외부의 확고한 호명에 정
착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컫는다. 그러니 앞선 질문은 개인의 특별한 기
질 덕분이 아니라, 어떤 천재적인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
라, 연습과 훈련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홍이현숙의 ‘마
음’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미술은 홍이현숙의 예술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막
아서기도 하는 것 같다. 그는 때때로 ‘미술이라는 허깨비’
라는 표현을 쓴다. 이 허깨비가 누군가에게는 욕망의 대
리인처럼 나타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예술이 무엇이

2.

홍이현숙 작가의 전시 《휭,
추-푸》(2021)의 일환으로 〈여덟 마리
등대〉(2020) 사운드 작품 한가운데에
부유하는 뗏목(이자 방)에서 진행된
대화.
Conversation that occured in
the raft-room space of Eight,
Lightvessels (2020), a sound
work as a part of Hong Lee’s
exhibition, Swoosh, Tsu-pu!
(2021).

Brilliant things—and people—inspire followers to seek their likeness. Would it be possible
to produce a writing that resembles Hong Lee,
Hyun-Sook? Dare I try her likeness, as Hong
Lee practiced a lion’s posture and transcribed a
whale’s sounds? She inspires me. Put aside the
urge to trace or create a genealogy of your own
work, and instead, feel afresh the world with your
weathered body. Know that art that is seamless
and sleek is art’s loss. Trust the art’s capacity
to risk a leap. Yet, remain wary of the naive optimism towards art as well as the world. Do not
expect that just a few attempts will instantly resolve disingenuous questions. How does Hong
Lee keep her senses raw and unworn? I sought
an answer from her 2012 work archived in the
exhibit Swoosh, Tsu-pu! (2021).
While preparing for The Ceremony of Threshing Perilla (2012),1 Hong Lee wrote in her note a brief
workout instruction called “The renewal of my body.”
Here, she aimed to re-awaken her body’s senses, to
observe how her body transforms, and compose
poetic reflections on such changes. While simple observation may not amount to the work of an
artist, she concludes it as a work of art through a
poetic exploration. In her body parts, Hong Lee particularly focused on “renewing” her tongue, eyes,
nose, and digestive system. She set out directives. To awaken the tongue, always keep it clean,
perform a three-minute pre-meal tongue workout,
and adhere to a regular diet. Learn the tastes of
ingredients at their most natural state, in their raw
form. Train eyes to discern artificiality—in both
shape and color—lurking in fake foods with additives. Keep the nose awake to sense the traces of
chemicals. Know the sensations of foods through
the digestive tract as they travel through the body.
Observe how each type of food travels through the
tract and produces different end-products.
Designed for repetition, the rigorous discipline seems to focus on the act of swallowing. At
the same time, it engages the artist’s own body to
awaken the “art-state.” In this sense, it is a thorough
code of conduct for art as “the final product” that
guides the artist to the art-state. Critics commonly
mark “sensitivity” as a distinctive feature of an artist.
This might be a cliché that conveniently remarks on
an artist’s performance, or a contemporary manifestation of the romantic ideal that glorifies “the
artist as a genius.” If sensitivity is neither a cliché
nor a romantic ideal, sensitivity is what an artist cultivates through discipline and practice. Ever since I
was invited to Hong Lee’s “raft Room,”2 a question
lingered: “How could a person be so consistently
industrious for such a long time?” I imagine Hong
Lee would humbly call herself “idle,” if I asked. I
would say “idleness,” in her context, would refer to
a desire to adhere to an external definition. With
that said, my initial question is neither about Hong
Lee’s personality nor about her extraordinary industriousness; instead, it is a question on the mind
that is expressed through forms of discipline and
practice. If so, how does Hong Lee’s “mind” create
the space and the time that it en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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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지 자문하는 내면의 심문자가 되기도 한다. 이
허깨비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균형 감각과 버티는 힘은
그의 예술을 또 다른 좌표로 옮겨 놓는다. 스스로의 몸집
을 유연하게 만들어 미술이라는 그물망 안과 밖을 드나
들며 좌표를 정착시키지 않는 것이다. 미술 그물망 안에
도 여러 세부 분류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매체로 가늠되
기도, 다루는 주제의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물론 분류
법이 주는 소속감은 때때로 예술가에게 창작의 지속성
을 담보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분류 가능하다
는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예술가를 답보 상태
로 몰아가기도 한다. 분류와 소속의 양면은 어느 창작자
이든 간에 떼어낼 수 없는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
도사리는 예술과 틈새에 있는 예술’을 자각하는 이에게
분류법이란 얼마나 가혹한 것일까. 홍이현숙의 작품을
접한 이가 페미니즘, 생태주의와 같은 말을 붙여 보는 일
은 어렵지 않다. 그 명명이 틀렸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오히려 잦은 호명 사이에서 모종의 투쟁이 일어
나는 곳은 아마도 예술가 자신의 상태일 것이다.
홍이현숙은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배짱’ 그 자체
가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
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이는 계속해서 그 자신을 일
컬어지지 않는 장소, 즉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장소에 위
치시켜야 한다는 뜻과 같다. 안전한 장소에서 위태로운
장면을 구경하는 것은 숭고의 감정을 주지만, 위태로움
의 한복판에 자신을 두는 선택에 숭고를 느낄 여유 따위
는 없다. 스스로를 위태로운 상황에 놓아두고 이것을 즐
길 줄 아는 심성은 마치 경험이 미약한 사람의 전유물
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때의 위태로움이 선택의 준거
를 만들어나가는 우연적인 상황이라면, 홍이현숙의 위
태로움은 경험이 있음에도 안주하는 장소를 피해가는
의지적 선택이다. 때문에 매번 작업을 하는 매체의 선택
에 있어서도 홍이현숙의 위태로운 의지가 작동한다. 그
는 그간 조각,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사운드까지 다뤘
다. 그러면서도 제일 잘 다루는 도구로 익숙해진 감각을
마치 새로운 척 욱여넣지 않는다. 그에게는 하나의 매체
를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것보다 매체를 바꾸면서 느끼
는 즐거움이 더 크다. 새롭게 선택한, 잘 모르는 매체의
적정지점을 찾을 때까지 시도하며, 끝내 찾아냈다고 안
도하지 않는다. 이런 위태로움에 대한 의지는 그가 작품
을 발생시키는 공간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전시
장 또한 작품의 매체이자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홍이현숙은 자주 ‘아무 데서나 전시하기’를 지향했다. ‘공
간을 접었다 펼치는 축지법을 감행’하거나 제도권의 바
깥을 자주 상상했다.
몇 번의 얕은 검색으로 알게 된 52Hz 고래3의 이야
기를 건넸던 적이 있다. 이 고래의 소리내기가 예술가가
세계와 맺는 언어의 곤란과 흡사하게 여겨지기도 해 꺼
내 본 이야기였다. 그러나 홍이현숙의 예술관은 52Hz

Art at times encourages but also hinders Hong Lee’s art. She
often uses the expression, “A phantom called art.” For some, this
phantom appears as a proxy of their desire, or, for others, as an
internal interrogator who questions what art should be. An artist’s
capacity to maintain balance, persist, and control her phantom
transfers her art to a set of different coordinates. It is the capacity
that makes herself flexible to move freely through the art’s woven boundary—the move that ultimately defies anchoring. This
woven fabric of art contains a number of subcategories that, at
times, appear to be media of expression or classifications of another subject. Granting a sense of inclusion, categorization confirms the sustainability of her cre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categorization brings an artistic stasis through the very process
of satisfying her desire for external recognition and worth. Categorization and inclusion are indeed the double-edged swords
that temp every artist. Nonetheless, how brutal are these parameters, for someone who locates “art at the periphery and in-between?” It is not difficult for the audience to term Hong Lee’s art
as feminist or ecological; indeed, these names are far from wrong
or inaccurate. The struggles from categorization and naming lie in
the artist’s mind.
Hong Lee is fully aware that “the audacity to reject belonging”
can be pioneering. She also knows how risky the challenge is to
always situate herself in the fragile and unstable realm of yet-tobe-called. Though an artist may experience the sublime through
the privilege of watching turmoil at a safe distance, those who
choose to throw themselves at the very center of the turmoil
have no leisure to sit and enjoy it. Lack of experience seems to be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ose who enjoy the precarity they
choose. They may be right if the precarity is a mere coincidence
that helps one assign meanings to one’s actions. Hong Lee’s precarity, on the contrary, is a conscious choice to resist complacency, one that stems from reflections through her experience.
Hong Lee’s determination for precarity operates on multiple levels, especially when choosing the medium for her artistic
explorations. She has worked expansively, from sculptures and
installation art to performance, video art, and sounds. Yet, she
never presumptuously frames her senses—which stem from
her familiarity with the medium—as something new. She finds
more joy from exploring new mediums than to dig deeper into
one. She visits and revisits to find the right access into an unknown medium, and she does not relish in its finding. Her determination for precarity also affects the place where she makes
art. Hong Lee seeks to “display her art everywhere,” since she
believes that the exhibition—the physical place where she displays her art—can itself be the medium and the tool of her artistic creation. By doing so, she dares to use the “magic of contracting and expanding” the spaces to explore beyond social
norms and dominant discourses.
I once mentioned to her the story of the 52Hz whale3 I gathered through some internet search or other. I had
brought it up as a way to talk about an artist’s dif3.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로 알려진
ficulties in constructing her language to communi이 고래는 성별도, 종도, 현재까지의
cate to the world through the example of a whale’s
생존 여부도 알려져 있지 않은 고래다.
sound making. Hong Lee’s view of art, however, is
보통의 고래와는 주파수의 범위가 크게
nothing like the 52Hz whale’s isolation. For Hong
달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ee, uttering a language of her own is not what
외로운 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다.
makes a work an art—rather, art is an effort to regVery little is known about this
“loneliest whale in the world.”
ister different notes coming from and around the
We are yet to know its gender
world. Such recognition motivates her to collabor species, or even whether the
whale survived. It was named
orate with her fellow artists, and to think together
as the loneliest whale in the
with them to explore what “a true art” is. Though
world because its frequency
range significantly differs from
she, too, once prioritized having “a room of her own,”
other whales and prevents
now she finds more meaning in finding a room for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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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고립과는 거의 반대편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이
현숙이 발견하는 예술성은 예술가가 홀로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내뱉는 것에 있지 않다. 그를 둘러싼 세계 곳곳에서 발생
하는 각자의 높은 음역대를 알아차리는 일에 가까웠다. 공부 모임의 허
물없이 지내는 동료들과 합동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진짜 예술’이 무
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하다. 이전에는 ‘나만의 방’이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여럿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따금
‘삑사리’와 같이 의도치 않게 길을 잃은 음 역시도 포착 가능한 예술성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이 길 잃은 음을 함께 내며 같이 길을 잃을 동료를
가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 단
련된 귀로 잘 듣고, 목소리를 나눠 갖는 일이 필요하다. 작가에게 자신의
예술작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었던 적이 있다. 홍이현숙은 ‘컨트
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의 작품은 언뜻 보면 구축된 상황 안에서
발생하는 장면을 채집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작품은 없다. 그는 예
술작품을 만들 때 그 스스로가 전적으로 제어하고 관장한다. 처음의 주제
에 집중하면서 구성을 까다롭게 살핀다. 그래야 예술작품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품이 세
상에 나온 이후의 반향을 통제하려 들지 않을 뿐이다.
홍이현숙의 예술관을 살펴보는 일은 그의 작품을 낱낱이 분석해 어
떤 미적 성취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일이 아닐 것이
다. 그가 구사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란 그가 예술로 벌려
놓은 세계에 잠시라도 동참해보는 일이어야 할 것만 같다. 다시 말해, 홍
이현숙이라는 예술가가 바라보고 있는 곳의 방향으로 한 번쯤 시선을 돌
려보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 해석을 앞세우기보다 작가가 지금까지 부
러 몸에 익힌 습과 태를 따라 연습해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홍
이현숙의 갱신된 습과 태가 정답일 리 없다. 다만 그에게 있어 동료가 ‘생
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라면, 홍이현숙의 관객은 보는 자
이자 동료가 될 수 있음을 믿어보고 싶다. 처음 나는 홍이현숙 작가에 대
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예술관과 작품을 들여다보기 위
해서는 작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거나, 깊게 읽거나, 자주 들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회차를 거듭하며 작가를 만날수록 나는 서둘러 정보를 알아
내는 일보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에 더 집중했다. 홍이현숙과 닮은 글
을 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홍이현숙을 명명하거나 재단하려는 어
리석음을 피해 가려고 하다가 너무 얇고 얕게 독해해버린 것 같다. 그래
도 다행인 것은 그가 독해의 그물에 포섭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언젠가 작가가 할머니 고래 이야기를 해주었다. 소리로 소통하는 고
래의 세계에서 할머니 고래는 손주 고래에게 생활의 요령이라던가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요즘에는 바다 쓰레기나, 선박의 소음으로 청
력을 잃은 할머니 고래가 많아 그 지혜가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
이켜 보면 우리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귀와 눈이 멀어 동료에게조차 아무
것도 전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 지금의 (예술)세계는 아
늑한 비참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시각도, 촉각도, 청각도, 미각도 어떤
의지 없는 감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대체로 쉽게 의심과 회의
에 빠져드는 편이다. 그러나 홍이현숙 작가가 보내온 시간, 그와 함께 보
낸 시간, 그의 작품 여럿을 모아보는 시간은 분명 이 의심을 갱신할만한
순간을 주었다.

all. She embraces off-pitch or cacophonous notes
as art, and as opportunities to sound together and
foster lost community members. She sees it necessary for an artist to create spaces among people,
to listen to them with trained ears and share the
voices they articulate. I once asked Hong Lee, “How
do you defin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artworks?”
When responding to my question, she used a single word: “control.” Some may think the word represents her art as a collection of controlled outcomes. However, I doubt that would be her point.
On one hand, she does control and lead the entire
process in her work, maintains controlled focus on
the initial theme, and examines the structure of her
work very thoroughly, since she knows this is how
she grants its own voice to a work of art. On the other, once her work is out in the world, she never controls how it should be read or received.
Analyzing Hong Lee’s art world would not be
cataloguing her works into existing categories of
artistic achievement. A more appropriate access
would involve our participation—a willing act to engage with the world that Hong Lee unfurls with her
art. We also need to join her to look in the same direction. Instead of pushing our own interpretations,
we must trace and follow the posture and attitude
that she has endeavored to cultivate. Hong Lee’s
renewed self may not provide an absolute answer
to her artistic questions. Still, I trust she wishes
to see her audience as both spectators and colleagues, as colleagues, for her, refer to those with
whom she can share her thoughts. At first, I was
preoccupied with the thought that I had to study
her. I believed that I had to learn more, deeper, and
listen more frequently about an artist in order to
look into her art and understand her perspectives.
As the interview progressed over time, I focused
more on spending time with her rather than collecting information. I know my effort to write like
Hong Lee went astray; my efforts to not name or
tailor her work ended up with a very shallow reading instead. To my relief, I know that the interpretation can never trap Hong Lee or her work.
Hong Lee once told me about the story about a
grandma whale. Within the world of whales where
they communicate through sounds, a grandma
whale shares with her grandchild the wisdom and
tips of life. She explained that this relaying of wisdom, however, is now interrupted because too
many grandma whales have lost their hearings
from ocean trash or noise pollution from ships.
Looking back into our own lives, I wonder: have
we already reached the point where we have already become deaf and blind so young and so
fast that we can no longer communicate with our
colleagues? Is the (art)world of our time filled with
endless despair? Do we really see, feel, hear, and
taste, or are we merely depending on the senses
without will? I am a rather pessimistic person who
frequently falls into doubt. But there came these
times—the time that Hong Lee has gone through,
the time I have spent with her, and the time I spent
curating and analyzing her works—that helped me
move through my dou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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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현숙은 여성, 신체, 환경 등 다각적인 주제로 작품 및 기획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간 작업을 4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작품은 물론 연계된 출판 및 기록물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작가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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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tist and director, Hong Lee, Hyun-Sook explores diverse subjects such as
women, the body, and the environment. Organized into four themes, this exhib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her works alongside related publications and
archived documents, with the hopes of finding a throughline into Hong Lee’s artistic
vision.

전시장 아닌 곳에서: 공공미술의 기억

금성까지 왕복달리기

같이, 나눠, 먹기

홍이현숙은 여러 단체의 구성원이었고, 전시의 참여 작가였으며, 기획자이기도 했다.

‘금성까지 왕복달리기’라는 제목은 작가의 동명의 책 제목에서 인용한 것이다.

“딱딱한 것들, 말랑하게 만들기

“구제역 사태가 우리의 마음을 무참히 할퀴고 간 뒤 한없이 무력해진 우리,

각 프로젝트의 주제와 작가에게 주어진 역할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오롯한 자신만의 생각을 펼칠 장소를 찾아다니던 작가에게 ‘금성’은 미지의 영역이자

수직적 권위에 틈내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먹는 행위가 농업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행동에 옮기고자 했음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자신만의 ‘방’이며, 끊임없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지루하지 않게 딴 짓하며 살기

씹는다는 것이 남의 몸을 내 입안에서 만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 몸이 전 우주의

예술가, 공동체의 일원, 엄마이자 딸 등 각각의 정체성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작가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유머 남발하기

연결고리임을 안다면, 그래서 나의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면...우리가 무엇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느슨한 연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진행 중이다.

여럿이 함께하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경계 부수기
I, Woman, Family, Community

- 홍이현숙, 『금성까지 왕복달리기』, p.56

갤러리 개척하기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아무데서나 전시하기
Hong Lee, Hyun-Sook participated in a number of communities,
and exhibitions, both as an artist and as a curator. Working on
various themes while playing different roles, Hong Lee focused
on understanding who we are and what we should do, and putting
her explorations into practice. Each of her identities—an artist, a
community member, a mother, and a daughter—allowed a common
ground for her to share her thoughts with others in a loose solidarity.

The title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comes from the eponymous
book by the artist. For an artist searching for a place where she can
unfurl her own thoughts without restriction, “Venus” became an
unexplored territory and a “room” of her own, as well as an inspiration for
endless imagination and a drive for actualizing her imaginations. Hong
Lee’s exploration of new realms of creation continues.

이곳에서 저곳으로 점핑하기”

음식은 저절로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음식을 만드는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하고, 생명의 희생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들이 생략된 채 어느 순간

- 홍이현숙, 『금성까지 왕복달리기』, 고래뱃속, 2013, p.66

먹는 일은 쾌락이나 유희로 치부되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위계 권력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원헬스(One Health)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다른 신체를 수탈하는 ‘먹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작가는 탐식이야말로

Exhibition’s Elsewhere: Memory of Public Art

비인간이 누릴 수 있던 미래의 감각을 앗아가는 것이며, 그 수탈의 고통은 다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이에 작가는 인간과 비인간이 ‘같이’ 무엇을

“Make the rigid tender
Rupture a vertical hierarchy
Avoid boredom with distractions
Overuse humour
Be together with others
Break the boundary
Pioneer galleries
Show art anywhere
Hop from one place to another”

먹을지 고민하며 ‘나눠’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Together, Share, Eat
“What can we do in the brutal aftermath of the Foot-and-Mouth Disease
epidemic that left us feeling helpless? If the act of eating is linked to
the agricultural industry, if the act of chewing refers to the encounter
between other bodies and me in my own mouth, and if I come to
understand that my body is a node in the universe, and that I need to
change my diet, what can I do to become sustainable?”

- from Hong Lee, Hyun-Sook,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Seoul: Whale Belly, 2013), 66.

- from Hong Lee, Hyun-Sook,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p.56

Foods do not simply come to our tables on their own. Preparing food
requires someone’s labor and sacrificed lives. We, however, often
neglect these processes and transform the act of eating into acts of
simple pleasure and indulgence. We even turn foods into vessels for the
power hierarchy of who eats what and how. Despite the rise of the One
Health movement with the spread of COVID-19, the exploitation of other
bodies continues to spread as fads. The artist criticizes desiring foods
as dispossessing non-human others of their sensory future, and argues
that we must paradoxically bear the pains and sufferings of exploitation.
The artist thus opens a public discussion on how and what can humans
and the non-human others share and eat together.

1

나, 여성, 가족, 공동체
I, Woman, Family, Community

2

금성까지 왕복달리기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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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나눠, 먹기
Together, Share, Eat

90

91

Archive Section

아카이브 섹션

1

나,여성,가족,공동체

I, Woman, Family, Community

그룹 MASS

’99 팥쥐들의 행진

1985년 창립된 그룹 MASS는

1999년 9월에 개최된 《팥쥐들의 행진》은

홍익대학교 조소과 출신 여성 작가들을

5명의 기획자와 100여명의 작가들이

통해 시작되었으며, 당시 남성작가

참여하여 여성의 신체, 감각, 그리고

중심이었던 조각계에서 독특한 작품

남성중심주의적 서사에 가려진 여성의 역사

세계와 새로운 흐름을 선보여 주목을

등을 탐구했던 전시였다. 1부 역사전 ‘역사

받았다. 현재까지 매해 전시를 개최하여

속의 팥쥐’와 2부 주제전 ‘21세기 팥쥐’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홍이현숙 또한

구성되어 여성 작가들의 시각에서 전개되는

이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사회문화적 단면들을 살피고, 여성영화제와
토론회 등을 마련하여 담론을 생산하고자

2

Group MASS
Group MASS was established in
1985 by women alumni artists of
Hongik University’s Department of
Sculpture. With its unique oeuvre
and ability to present new trends,
the group received attention
from the largely male-dominated
sculptor community. Since their
first debut, Group Mass, with
Hong Lee as a member, have been
writing history with their annual
exhibitions.

했다. 《팥쥐들의 행진》은 한국미술사에서
본격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홍이현숙은 주제전 ‘여성과 생태’에
참여했다.

금성까지왕복달리기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은닉된 에너지》

《은닉된 에너지: 벗어놓은 옷들》

Hidden Energy,

Hidden Energy: Clothes Taken Off,

1988, 일갤러리

1995, 문예진흥원미술회관(현

Ill Gallery

아르코미술관), ARKO Art Center

《은닉된 에너지: 그 여자의 방》
Hidden Energy: The Women’s Room,
1996, 종로갤러리, Jongno Gallery

《은닉된 에너지: 그 여자의 방》

Hidden Energy: The Women's Room,
1996, 종로갤러리, Jongno Gallery

전시장이 아닌 곳에서/공공미술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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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된 에너지: 벗어놓은 옷들》
Hidden Energy: Clothes Taken Off, 1995
문예진흥원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ARKO Art Center

3

Patjis on Parade :
Women’s Art Festival ’99
Held in September 1999, Patjis
on Parade brought together five
curators and over a hundred artists
to explore the female body and
senses, and women’s histories
hidden behind male-centered
narratives. Consisting of two
parts—Part I, Patjis in History, and
Part II, Special Exhibition titled Patjis
in the 21st Century,—the festival
aimed to trace the cross sections
of society and its cultures from the
perspectives of women artists,
and sought to produce feminist
discourses through events and
roundtables, such as a women’s
film festival. Patjis on Parade was
acclaimed for its historical efforts
in invigorating and spreading
discussions on feminism in the
Korean art scene. Hong Lee, HyunSook participated as a part of a
special exhibition, Women and
Ecology.

《인사동 육교 설치
프로젝트》
Insadong Viaduct

같이, 나눠, 먹기

〈야생의 다리〉 Wild Bridge, 2000

Together, Share, Eat

《은닉된 에너지: 갤러리에 밭》

Hidden Energy: A Field in
the Gallery, 1999, 원서갤러리
Wonseo Galler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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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딸 Imaginary Daughters
나,여성,가족,공동체

I, Woman, Family, Community

“‘가상의 딸’이라는 명제는 가상과 상상, 즉

《가족, 상상의 공동체》, 제2회 〈가상의 딸〉

《기록의 정치학》, 제3회 〈가상의 딸〉

《Baggage Limit》,

《착한 당신》

Imagined Communities−Imaginary

History of Political−Imaginary

뒤셀도르프·서울 교류전,

My Good Darling,

Daughters II, 2005

Daughters III, 2006

2006

2008

예술의 영역과 미래의 여성인 딸을 생각의
중심에 동시에 놓음으로써 예술과 여성의

2005,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분 57초

조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미술이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여성을 화두로 미래의 삶을 진단하고

2min 57sec

새로운 가족 형태를 실험해보는 것은 분명
〈날개〉 Wings
2005, 컬러, 두 개의 사진 3초 반복
- 제1회 《가상의 딸》 기획 일지 중, 2004

2 photograph played every 3 seconds

2

“Imaginary Daughters” places the
virtual and imaginary world of art
together with the figure of the
daughter as the future woman in
order to examine and highl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women through the imagination of
a new paradigm. It is meaningful
for art to envision our future and
experiment with new types of
family structures by theorizing
through the woman.

미술인회의 정기총회

14초, single-channel video, color,

2003년 9월 6일에 창립하여

sound, 4min 14sec

2007년까지 운영되었던 미술인회의는

미술 분야 전문인과 미술 애호가 등의

‘집’과 ‘방’은 홍이현숙의 작업에서

참여를 통해 새로운 미술 개념을 정립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방을 비닐로

진보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미술문화를

싸보고(〈비닐 장판 바닥에서의 항해〉,

이끌어간다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2008), 방에 거울을 잔뜩 걸어두고

공공미술, 미술시장, 지역네트워크

생리혈이 담긴 물을 놓거나(〈폐경의례〉,

등 다양한 분과 안에서 홍이현숙은

2012) 체조를 해보기도 한다(〈달밤의

‘여성/소수자분과’를 담당하여 《가상의

체조〉, 2006). 이렇게 (여성의)방은

딸》(2004-2006)등의 전시와 각종

갇힌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금성까지왕복달리기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당시 미술인회의는

온전한 공간으로 수동과 능동적 주체를

《풀과 털》 Grass and Fur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그 안에서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양가적 공간이다.

2005, 아트 스페이스 풀

치열한 논의를 이끌어나갔고 기존

〈구르기〉(2006)에서 작가는 방이자

Art Space Pool

문화정책 체제에 반하는 성명서를

카메라 프레임 사방을 느릿하게 밀며

발표하기도 했다.

돌아다닌다. 그 모습은 제한된 구조에서

〈외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your
grandmother’s name?,
2006, 170 × 182.5cm

《통일전망대 설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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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Association Visual Art
Regular General Meeting
Between September 6, 2003
and 2007, the Korea Association
Visual Art aimed to establish a
new paradigm of art and foster a
professional and progressive art
cultur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and art lovers. Among
many sub-committees on public
art, the art market, and local
networks, Hong Lee took charge
of A Sub-Committee for Women
and Minorities to direct diverse
programs and exhibitions including
Imaginary Daughters (2004-2006).
The Korea Association Visual Art
managed its own web page where
it hosted countless passionate
discussions, and spearheaded
collective statements that
protested existing state policies on
art and culture.

- From Hong Lee’s curatorial
statement for Imaginary Daughters

프로젝트》
Unification
Observatory
Project, 2002

〈구르기〉 Body Rolling
200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 분

〈물주기〉 Watering

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상력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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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동 6개의 계단》
Cheolsandong Six
Stairs, 2006

《Baggage Limit II》,
고양·뒤셀도르프 교류전,
2007

〈북가좌 엘레지〉
Bukgajwa
Elegy

Baggage Limit,
Dusseldorf-Seoul
Exchange Exhibition,
2006
Baggage Limit II,
Dusseldorf-Seoul
Exchange Exhibition,
2007

2009,

단채널 비디오,
컬러,사운드,
3분 53초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3min 53sec

벗어나려는 덩어리처럼 보이면서도 작가
자신의 신체로 공간을 온전히 감각하려는
의지의 움직임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The motifs of “house” and “room”
recur in Hong Lee’s works. The
artist wraps an entire room with
plastic (A Voyage on a Linoleum
Floors, 2008), places water that
contains menstrual blood in a
room surrounded by mirrors (The
Ritual for Menopause, 2012), and
tries exercising indoors (Exercise
on a Moonlight Night, 2006). These
projects demonstrate that a
(woman’s) room is both an enclosed
space and a place she fully owns; it
is a space that can simultaneously
depict passive and active subjects.
In Body Rolling(2006) the artist’s
body roams, slowly pushing against
the room as well as the camera’s
frame. Such movements, on one
hand, portray her body as a mass
that seeks to escape the confines
of a structure. On the other, it is
also a willful movement through
which the artist holistically senses
the space with her own body.

《불광천에 물이드니
미친흥이 절로난다》
Plenty of Crazy Fun
at Bulgwangcheon
Naturally Because
of Water Overflow,
2008

4
video, color, sound, 4min 14sec

2003

2004

2005

2006

〈구르기〉 Body Rolling, 200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 분 14초, single-channel

같이, 나눠, 먹기

Together, Share, Eat

2002

2007

2008

2009

94
1

〈무빙어워: 모두나 메디테이션〉
나,여성,가족,공동체

I, Woman, Family, Community

2011, 디지털프린트

《노마딕리포트 2012 몽골찰나생찰나멸》 출품작 (기획: 박수진)
‘모두나’는 만물이 내 안에 있으며

동시에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Moving Ovoo: Moduna
[together/I] Meditation
2011, digital print
from Nomadic Report 2012:
Mongolia Challasaeng
Challamyeol
(curator: Soojin Park)

도가르수렌 바트홀버, 바트 뭉흐 뭉흐체첵,

“Moduna” means that all things
are in us, and simultaneously we
exist everywhere. In “Moduna
meditation,” one uses their body
to create every form in the world
and becomes another organism.
It means going beyond the
boundaries called I, neighbors,
human beings, and we and
turning oneself into a different
life form—an other. Moreover, it
signifies carrying the hopes of
the whole universe.

바타르수흐 둘겅, 볼드 노밍, 세드바자르

-From the artist’s statement

의미이다. ‘모두나 메디테이션’은
내 신체를 사용하여 만물의 형태를
만들면서 또 다른 유기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나, 이웃, 인간, 우리라는
경계를 유기체들, 타자되기이며
더 나아가 만물의 소망을 담아내는
것이다. - 작가노트 중
참여작가 강소영릴릴, 리금홍, 손승현,

이수영, 홍이현숙, 나랑후 수흐부렌,

2

〈깨털식(式)〉 The Ceremony of

〈백령도〉

〈조촐한 추모〉

〈한낮의 승가사〉

Threshing Perilla

Baengnyeongdo

A Small Memorial

Midday Seunggasa Temple

2012, 단채널 비디오, 컬러,

2014, 2채널 비디오, 컬러,

2016, 채널 비디오, 컬러,

2019. 슬라이드 쇼, 컬러, 2분 5초

사운드, 3분 43초

사운드, 6분 10초

사운드, 6분 24초

slide show, color, 2min 5sec

single-channel video, color,

two-channel video,

single-channel

sound, 3min 43sec

color, sound, 6min

video, color, sound,

10sec

6min 24sec

〈폐경, 폐경〉

〈손 팻말 시위(피케팅)〉

Womb-Closed Boundary-Smashed

Picketing

201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3분 48초

2016, 단채널 비디오,

single-channel video, color,

컬러, 사운드, 4 분 5초

sound, 3min 48sec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4min 5sec

PARTICIPANTS Soyoung Kang liiliil,

Geumhong Lee, Seunghyun Sohn,
Sooyoung Lee, Hong Lee, HyunSook, Batkholboo Dugarsuren,
Nomin Bold, Ganzug Sedbazar,
Munkhtsetseg Batmunkh, Dulguun
Baatarsukh, Sukhburen Narankhuu

〈사자자세〉 Being a Lion

〈고래자세〉 Being a Whale

2017, 단채널 비디오, 컬러,

2018,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 분 11초

사운드, 7분 7초

single-channel video,

single-channel video, color,

color, sound, 4min 11sec

sound, 7min 7sec

〈고래자세〉 스틸컷, Being a Whale Still Image

금성까지왕복달리기

Running Back and Forth to Venus

강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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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섹션

고래의 소리를 인간의 언어로 받아쓰기,
사자의 모습과 소리를 흉내내기는
작가에게 있어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물론 내가 아닌 존재가
되어본다는 것은 결국 실패하는 일이며,
의인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3

《양평 공공미술

공통의 언어를 찾으려는 수행을 끊임없이

Why did you come

프로젝트

반복하여 비인간동물을 이해하고 그들과

to my home?

‘실신프로젝트

교류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2013, 단채널 비디오,

남양광하’》

컬러, 사운드, 43분

Silsin Project

For the artist, transcribing whale
sounds into human languages
or mimicking a lion’s image and
sounds signals her efforts to
understand these animals. Such
an attempt to become the other
is not only doomed to fail, but it
also cannot escape criticism that
demeans the efforts as mere
personifications. Fully aware of
such criticisms, the artist still
endeavors to find a common
language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the non-human
animal other.

Nam-YangGwang-Ha,
2015

〈몽골에서 사라지기〉
Away Monggolia
2011, 단채널 비디오,

4

컬러, 사운드, 3분 24초
single-channel video,

같이, 나눠, 먹기

Together, Share, Eat

color, sound, 3min
24sec

〈사자자세〉 스틸컷, Being a Lion Still Image

전시장이 아닌 곳에서/공공미술의 기억

Exhibition’s Elsewhere: Memory of Public Art

〈우리집에 왜왔니〉

〈탱크〉 Tank

《밥상의 기원》

《티끌 하나의 우주

The Origin of

쑈쑈쑈》 One Dust

2018, 2채널 비디오,

Tables, 2012

of Space, 2017

컬러, 사운드, 5분 4초
two-channel
video, color,

〈광화물 정물〉

sound, 5min 4sec

Gwanghwamun
Still life
2011,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분 45초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1min
45sec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프로그램
Programs

일정 DATE

제목 TITLE

참여자 PARTICIPANT

2021.1.7

1:1 아티스트 토크-

홍이현숙,

오후 2시

홍이현숙에게 던지는 일곱 가지 질문들

박수지(독립 큐레이터)

2pm,
Thursday,
7 January,
2021

Hong Lee, Hyun-Sook × Suzy Soma Park:
Seven Questions

Hong Lee, Hyun-Sook,
Suzy Soma Park (Independent
Curator)

2021.2.4.

비봉 소리요가:

비봉이길 요건요가 이건비건(구윤지,

오후 2시

고래와 함께 미술관에서 소리로 요가하기

윤현길, 정주연, 조영주, 최연하, 허윤희,
황수경, 홍이현숙)

2pm,
Thursday,
4 February,
2021

Bibong Sound Yoga:
With Whale in ARKO Art Center

Bibong2gil (Yoonji Koo, Hyungil Yoon,
Juyeun Jung, Youngju Cho,
Yeonha Choi, Yoonhee Heo,
Sukyung Hwang and
Hong Lee, Hyun-Sook)

2021.2.18.

전시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미정(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박수진(독립 큐레이터),
윤민화(독립 큐레이터)

2pm,
Thursday,
18 February,
2021

Invoking Non-Human Beings in Exhibition:
The Work of Hong Lee, Hyun-Sook

Mijung Kim (Curator, ARKO Art Center),
Soojin Park (Independent Curator),
Minhwa Yun (Independent Curator)

2021.3.4.

길을 잃을 줄 아는 물의 목소리

오후 2시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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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그룹 득능막망(강현아, 김준아, 달로
김현주, 리금홍, 윤결, 이수영), 이상호

2pm,
Thursday,
4 March,
2021

A Voice of Water
that Knows How to Get Lost

Artist collective Deuk-neungmakmang(Hyun-ah Kang, Junah Kim,
Dalo Hyunjoo Kim, Geumhong Lee,
Gyeol Yoon, Sooyoung Lee),
Sang-Ho Lee

2021.3.25

바다 생물 다라니

김수진, 이상호, 조미영, 홍이현숙

Reading Performance:
Dharani for Underwater Animals

Soojin Kim, Sang-Ho Lee,
Miyoung Cho and
Hong Lee, Hyun-Sook

오후 2시
2pm,
Thursday,
25 March,
2021

본 프로그램 중 일부는 아르코미술관 유튜브(

ARKOArtCente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99

프로그램

Programs

100

101

비봉 소리요가: 고래와 함께 미술관에서 소리로 요가하기

Bibong Sound Yoga : With Whale in ARKO Art Center

프로그램

Programs

102

103

비봉 소리요가: 고래와 함께 미술관에서 소리로 요가하기

Bibong Sound Yoga : With Whale in ARKO Art Center

프로그램

Programs

104

105

길을 잃을 줄 아는 물의 목소리

A Voice of Water that Knows How to Get Lost

프로그램

Programs

106

107

길을 잃을 줄 아는 물의 목소리

A Voice of Water that Knows How to Get Lost

프로그램

Programs

108

109

바다 생물 다라니

Reading Performance: Dharani for Underwater Animals

프로그램

Programs

110

111

바다 생물 다라니

Reading Performance: Dharani for Underwater Animals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2021.2.18. 14:00-16:00

참여자

김미정(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박수진(독립 큐레이터),
윤민화(독립 큐레이터)

–

아르코미술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Invoking Non-Human Beings in Exhibition: The Work of Hong Lee, Hyun-Sook
February 18th, 2021 14:00-16:00
Participants

Mijung Kim (Curator, ARKO Art Center),
Soojin Park (Independent Curator),
Minhwa Yun (Independent Curator)
Live Broadcast through ARKO Art Center’s YouTube channel

박수진

윤민화

(독립 큐레이터)

(독립 큐레이터)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를 졸업하고 같은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워크샵에 참여하며,

대학원에서 「후기 라깡 이론에 있어서

여성의 언어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다시-

실재와 작품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쓰기》(두산갤러리 서울, 뉴욕, 2013)를 공동

2018년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감독, 2013년

기획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에 재직하며 한국 여성

창원아시아미술제 감독, 2011 행복프로젝트:

디자이너들을 호명하고 그들의 실천을 가시화하는

신몽유도원도-다섯갈래 행복길 감독,

《W쇼–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SeMA창고,

복합문화공간 에무 디렉터(2012-2014),

2017)를 공동으로 기획했다. 케이크갤러리를

서울시립대학교환경조각과 겸임교수(2013-2015)

운영하며 《맞춤벽지음악》(김영은 공연,

등을 역임했으며, 그 외의 기관과 협업을 하거나

케이크갤러리, 2014), 《번쩍》(이호인 개인전,

독립기획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더불어

케이크갤러리, 2015), 《누군가의 목소리가요,

주요 관심사인 생명과 전통의 문제를 인문학과

듣고 싶어집니다.》(조현아 개인전, 케이크갤러리,

과학, 현대미술의 통섭으로 풀어내는 전시와

2016) 등 다수의 개인전을 기획한 바 있다. 최근

공공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토대로
《어스바운드》(제7회 아마도전시기획상,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

아마도예술공간, 2020), 《파노라마 오브젝트》(d/p,
2020)을 기획했으며, 이러한 기획과 연구의

연장선으로 이화여대 포스트휴먼융합인문학
협동과정에서 박사 과정에 있다.
S o o j i n Pa r k
(Independent Curator)
Soojin Park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degree in Art Theory, and obtained
a doctorate at the same graduate school
in “(The) Real and an Interpretation of Art in
Post-Lacanian Theory.” As chief director,
Park curated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2018), Changwon Asia Art Festival (2013), and
Happiness Project: New Version of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the
Five Streets of Happiness(2011). She worked
as a director for Emu Artspace (2012-2014).
Additionally, she worked for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ulpture at the University
of Seoul (2013-2015) as an adjunct professor,
and she has continuously collaborated with
other organizations as an independent
curator. She has curated exhibitions and
public projects that address issues of life
and tradition through the intersection of
humanities, science, and contemporary art.

M i n hwa Yu n
(Independent Curator)
Minhwa Yun participated in Doosan
Curator Workshop and, co-curated
Re-Writing Translate into Mother
Tongue (Doosan Gallery Seoul, New
York, 2013), which address the issue of
women’s language. Yun worked for the
Seoul Museum of Art and co-curated
W Show-Graphic Designer List (SeMA
Storage, 2017) that invokes Korean
female designers and visualizes their
practices. She curated a number of solo
exhibitions such as Bespoke Wallpaper
Music (Performance by Young Eun Kim,
2014), Flash (Hoin Lee’s solo exhibition,
2015), and I would like to Hear Someone’s
Voice (Hyun A Cho’s solo exhibition, 2016)
in Cake Gallery as a gallery director. In her
recent projects, Yun curated Earthbound
(The 7th Amado Exhibition Award, Amado
Art Space, 2020) and Panorama Object
(d/p, 2020) based on critical thinking about
anthropocentrism. As an extension of
the research in anthropocentrism,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 Ph.D. in Posthuman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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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이하 김 )

안녕하세요. 오늘 《휭, 추-푸》의 세 번째 전시

비인간 존재들을 향해 그저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current geological age in which mankind is the dominant

Non-Human Beings in Exhibition: The Work of Hong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작가가 여러 비인간적

influence on the earth.

Lee, Hyun-Sook, which is the third program liked to the

존재들을 자신의 예술 세계 안으로 초대할 때 몸을 쓰는 방식,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exhibition Swoosh, Tsu-pu!. The program was designed

그리고 그러한 몸동작들이 내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성찰하는

this exhibition follows various paths that shows the

오늘 프로그램에 박수진, 윤민화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to examine the artist Hong Lee’s works, including her

작가의 섬세한 감각을 물수제비 뜨듯이 느낄 수 있다면 더없이

points where the artist’s body has come into contact

박수진 큐레이터님은 홍이현숙 작가의 《폐경의례》(2012)

keyword of ‘non-human being’ in the exhibition through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ith the outside, The artist brings together various

등 주요 개인전을 포함해 작가가 참여한 다수의 전시 및

multiple perspectives. We invited two curators, Soojin

연계 프로그램은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라는
제목으로, 전시의 키워드인 비인간 동물을 포함해 홍이현숙

Hello. Today, we will introduce Invoking

다른 한편으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이렇게 중견 작가들의

Passing through past and new works of Hong Lee

beings such as whales, cats, the Maae-bul (a Buddha

프로젝트를 기획하셨으며, 윤민화 큐레이터님은 2020년

Park and Minhwa Yun, to the program. Soojin Park has

전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 또한

carved on a rock cliff), and tiger gods into this world, and

《어스바운드》와 《파노라마 오브젝트》라는, 생태환경과 기후

curated a number of exhibitions and projects in which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미술 제도는 50대 이후

she leads them into a spectrum that humans can sense.

변화로 인한 생존의 위기를 인식하고자 하는 시리즈 전시를

Hong Lee has participated, including her major solo

작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기획 공모, 작가상

The artist’s method always involves her body. In the

exhibitions, such as A Ritual for Menopause (2012).

공모를 보면, 대부분 만 45세 이하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works, the artist’s seemingly arbitrary body movements

Minhwa Yun curated a series of exhibitions in 2020 titled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생애주기가 바뀌어,

may seem as if they are simply pointing at non-human

작가의 작품의 과정과 흐름을 지켜봐 온 기획자와 이번 《휭,

Earthbound and Panorama Object that recognize the

50대, 60대도 활발히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 나이를

beings, but I don’t see them that way. I think it would be

추-푸》의 주제와 맞닿은 전시를 만들고 연구하는 기획자를

crisis of survival brought about by the ecological impact

갖고 있잖아요. 50, 60대 작가를 위한 제도가 정착됐으면

great if the viewers could easily feel the artist’s delicate

모시고 두 개의 방향으로 전시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면

of climate change on the environment.

좋겠습니다.

sense of reflection on this era in which such body

기획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 프로그램 참여 요청을 드린 것은, 한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two curators

movements are inherent and the way the artist uses her

in the program, I started with the idea of having a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versation about the exhibition in two directions.

중진 이상 작가 연구와 그 추진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One curator has watched the whole process and flow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이현숙 선생님의 전시가 긍정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f Hong Lee’s career, while the other has curated

평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시에

exhibitions and studies on themes related to Swoosh,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 이하 박 )

Tsu-pu!. In this way, there are two roles, but in the end,

저는 이 전시를 각기 다른 전시 동선으로

봤었습니다. 항상 전시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감각으로

먼저 박수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body when inviting various non-human beings into her
art world.
On the other hand, it is very positive that the ARKO
Art Center has a program that continuously shows the
exhibitions of middle-aged artists such as Hong Lee.
The Korean art system lacks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GRAM

each curator can shar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이번 전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여덟 마리

artists who are past their fifties. In most cases, looking

본다고 말해왔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그 말이 더욱더

work of Hong Lee. First, please briefly explain how you

등대〉(2020)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at the competitions for special exhibitions and artist

체감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two viewed this exhibition.

작품이 박수진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잠시, 신이었던

awards, only those under the age of forty-five can apply.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전시를 열지 못했던

SOO J I N PA R K I

것들》(2018)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But now, the life cycles have changed, and even those in

상황이었기 때문에 2층 아카이브에서부터 전시를 봤었고,

of movement. I have always said that exhibitions are

전시에 〈고래자세〉(2018)가 출품되었기도 했었고요. 또한

their fifties and sixties have the physical age to actively

본 토크 사전 모임 이후에는 입구에서부터 전시를 다시

experienced with the senses while moving with the body,

《잠시, 신이었던 것들》에서 ‘신’은 결국 주류에서 배제당한

work. I hope that a system for artists in their fifties and

보았습니다.

but through this exhibition I have had an experience

존재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홍이현숙 작가는

sixties will be established.

that resonates with those words. When I first visited

비인간 동물들을 ‘잡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 I M		

the exhibition, it had not yet been opened, because

박수진 선생님께서는 당시 전시 기획 시 고래를 ‘신’과 어떻게

issue, and that is why we continue to seek research and

연결하여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directions for artists who are middle-aged and older.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인 〈여덟 마리 등대〉는 원래의 전시 동선으로 봤을 때

saw this exhibition with a different sense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공감각을 예민하게 최대한 느낄 수

we were in stage 2.5 of the government’s response

있었고 이후 전시를 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to the Covid-19 situation. So I saw the exhibition from

전시의 메인 작품은 전시 조건이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the second floor, the archive. After the preliminary

박

점에서 전시 현장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In that respect, it seems that Hong Lee’s exhibition is

《잠시, 신이었던 것들》은 제가 2018년

receiving positive reviews. Now, I will ask questions

meeting of this talk, I looked at the exhibition again from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전시감독으로 기획했던 전시였는데, 이

the entrance. It may be an ordinary story, but when I

전시를 기획하던 당시에 저는 잡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Eight, Lightvessels (2020), which can be considered to

about the exhibition in earnest.
First, I have a question for Park. The starting point of

walked the original exhibition path in particular Eight,

그래서 이미 사라졌거나 언젠가는 사라질 무수한 신들, 다시

고통으로 점철되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한

Lightvessels, the main work of this exhibition, conveyed

말해서 지금은 하찮고 별 볼 일 없지만 한때는 신이었던

be the main part of this exhibition, is from the exhibition

우리들이 이 전시를 봐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the synesthesia that the artist intended. Then I was able

것들에 주목했던 전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들을 잠시나마

of Once a God: The Myth of Future Refugees (2018)

코로나의 발생 원인을 박쥐와 같은 야생 동물과의 접촉에서

to continue to see the rest of the exhibition, and as such,

‘신’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을 만들고 구축하는

curated by Soojin Park. At that time, Being a Whale (2018)

동물-인간 사이의 바이러스 전염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the exhibition site is very important in that the main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고 세상은

was displayed at the exhibition. In Once a God: The Myth

이 이방의 존재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인류가, 사회가,

work is operating in a sensory manner.

그들을 잡신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 잡신들을 세상을 창조한

of Future Refugees, ‘Gods’ were ultimately excluded

윤민화 ( 이하 윤 )

시의적절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Yes, ARKO Art Center is also aware of that

문명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도해왔습니다.

M I N H WA Y U N

이 전시는 생태를, 환경을, 비인간 생명들을, 그리고 여성을

tons of reasons why we should see Swoosh, Tsu-pu! as

주제로 하고 있지만,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시점, 다시

I think it is a timely exhibition. There are

수많은 신이자 “액터”라고 부르자고 했었습니다.
그 전시를 기획했던 당시, 잡신에 대한 영감을

from the mainstream. In this exhibition, Hong Lee also
emphasizes non-human beings as jabsin (insignificant

we reach the year 2021 after the year 2020 was marked

불러일으켰던 것이 반구대 암각화의 무수한 생명들이었고

말해 인류세라는 지질학적 용어가 지칭하듯이 인류의 행위가

by anxiety and pain. The cause of the coronavirus is

특히 고래는 매우 주요한 모티프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지구에 발자국을 남긴 현 상황을 전제로 감상하게 된다면

considered to be an animal to human transmission

전시를 위해 작가들과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울산의

from contact with wild animals such as bats. In real time

조선소까지 답사를 했었는데, 홍이현숙 작가가 고래에

Myth of Future Refugees as the exhibition director of

we have witnessed humanity, society, and civilization

단단히 꽂히셨지요. 처음에 작가가 제안했던 안은 태화강변에

the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in 2018. During that

읽히는 지점이 더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전시는 홍이현숙 작가의 지난 작업과 새 작업들을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네, 아르코미술관 또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에

역할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홍이현숙 작가의 작품에 대한

김

먼저 두 분께서 이번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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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I am curious how Park connected whales with
“gods” when curating the exhibition at that time.
PA R K

I curated the exhibition of Once a God: The

경유하면서 작가가 자신의 몸이 바깥과 접촉하는 지점을

kneeling down to a very alien existence. This exhibition

커다란 고래의 형상을 파는 것이었는데, 강변의 토양이나

time, I was very interested in jabsin. So I planned an

다양한 경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고래, 고양이,

focuses on ecology, environment, non-human life, and

현장의 조건, 그리고 저희 전시예산으로는 원하는 바를

exhibition that focused on countless gods that had

마애불, 호랑이신과 같은 여러 존재들을 이 세계로 그러모으고

women. However, if you look at the exhibition on the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already disappeared or would disappear someday. In

그 존재들을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스펙트럼 내부로

premise of our current situation in which science and

이유는 고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른 작가들도 할 수 있는

other words, these are gods that are now considered

이끌고 있는데요. 그 방법에는 항상 작가의 몸이 있다고

technology are highly developed, it can be appreciated

것이지만, 홍이현숙 작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작품이었으면

trivial and insignificant, but had once been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자칫 작품 속의 의미 없어 보이는 몸동작들이

more abundantly in its relation to the Anthropocene, the

해서, 고래와 접선을 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major gods. The reason they were called “gods”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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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파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반쯤은 이곳을,

모셨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6개월 이상~1년 정도의 프로젝트

has been continuously invited to the exhibitions of these
themes.

very important role in creating our world. The world calls

준비 기간을 두어 참여 작가들과 전시 주제를 토대로 매주

반쯤은 다른 곳을 헤매는 그 여성의 비언어적인 이야기를

them jabsin, but I suggest we call them actors, because

세미나를 열고, 작가들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며 그

PA R K

무척 사랑합니다. 그 여성을 태화강에도 불러주십사

they are among many gods who created the world.

부탁을 드렸었고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파란 꽃무늬

At the time of planning the exhibition, I received

The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과정이 작품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즐거운

anthropocentrism to demonstrate solidarity with all

놀이처럼, 어떨 때는 기획자인 저보다 더, 저나 작가들을

kinds of small living things started with foot-and-

원피스의 여성이 태화강에서 한없이 고래와 접선하는 모습을

inspiration for jabsin from countless animal figures

추동하고 못살게 구는 분이 또 홍이현숙 작가입니다. 같이

mouth disease, which occurred in the winter of 2010. It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는 아주 오래전 사라져

graved petroglyphs in Bangudae. In particular, whales

전시를 준비했던 기간들이 누적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was really painful for me to see the shocking image of

희미해진 암각화에 묶여 접선이 쉽지 않았고 결국 문명의

were also very important motifs. At that time, I went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우리에게 예술은 어떤 것이어야

a pig buried alive in a large puddle. In early 2011, Arts

이기인, 안테나까지 대동하고 접선을 시도했었습니다.

on a trip with artists to the Bangudae Petroglyphs

하나를 질문하게 했습니다.

Council Korea held an open call for a Nomadic Report.

전시가 끝나고도 홍이현숙 작가는 그때 접선을 시도했던

and shipyards in Ulsan, and Hong Lee was very much

I wanted to tell the story in the desert of Mongolia

그 고래들을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셨고 결국

interested in the motif of whales. The artist initially

김

이번 아르코미술관에서 고래가 응답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proposed to create a large whale shape on the banks

보셨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을 때, “작업의 축이 움직인

of the Taehwa River. However, we figured that it would

것으로 보였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Report was a residence project that moved from place

be difficult to realize the work due to the conditions of

부탁드립니다.

to place for about two weeks. Before going to Mongolia,

김

네, 저도 작가에게 〈여덟 마리 등대〉에 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자연스레 〈고래자세〉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the soil near the river and of the site and the insufficient

그리고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 라운지 창문에는 〈소리의

exhibition budget. Most of all, creating a whale shape is

박

사전 미팅에서 박수진 선생님께 이번 전시를 어떻게

where life and death naturally unfold, so I proposed
Chalasaengchalamyeol and was elected. The Nomadic

I worked really hard with Hong Lee and five other artists

전시를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봤으면 그 움직임을

to prepare the project.

something that other artists can do, but I hoped that it

발견하지 못했을 거 같습니다. 2층에 있는 아카이브에서부터

would be a work that couldn’t be done without Hong Lee,

1층 전시장의 〈각각의 이어도〉까지는 제가 지난 십여년 동안

the initial proposal was, and I tried to break it thoroughly.

등장하는 존재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 suggested creating an interactive work based on

보아오던 홍이현숙 작가가 있었는데, 〈여덟 마리 등대〉에서

Moving Ovoo: Moduna [together/I] Meditation, which

다만 〈고래자세〉에서 작가가 본인의 신체를 매개로 고래의

humans and whales.

다른 공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눈에 바로 띄는 차이는 파란

was exhibited as a photograph in the archive on the

꽃무늬 원피스의 그녀의 있고 없음인데, 정확히는 그 여성의

second floor, is a collaborative work by Korean and

존재, 위치 등이 달라지면서 이번 작품이 다르다고 생각된

Mongolian artists who worked as if doing discipline
every morning and evening during the residence.

I especially love Hong Lee’s performance of n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I realized how romantic

소리를 확장해 관객과의 접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verbal stories involving the woman wearing a blue floral

있어 보입니다.

dress and wandering halfway here and halfway there. I

것 같습니다. 물론 2006년 개인전 《비니루방》, 〈비닐 장판

asked Hong Lee to invite “the woman”, a character acted

바닥에서의 항해〉(2008)에서 노란 비닐장판이 된 여성이

Hong Lee directed the production in Moving Ovoo:

out by the artist for the Taehwa River Project, and while

있지만, 그녀들은 사라지는 곳에서 장소나 사물과 하나가 되는

Moduna [together/I] Meditation. ‘Moduna’ means that

신이었던 것들》을 포함해 기획하신 《찰나생찰나멸》(2012),

preparing for the exhibition, we watched the artist, as

파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파란 꽃무늬

all things are in me and I exist everywhere at the same

《티끌 하나의 우주 쑈쑈쑈》(2017) 등에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the woman, in a blue flower-patterned dress, waiting

원피스의 여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time, and ‘Moduna meditation’ is to use my body to

그럼 박수진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전시 중 홍이현숙
작가가 참여했던 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PROGRAM

생명(미물)의 존재와 죽음을 인지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endlessly for an encounter with a whale at the Taehwa

벗어나려는 시도(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전시를

River. However, whales seemed to be tied to a faded

기획하실 때 홍이현숙 작가를 지속해서 호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온갖 미물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계기는 2010년 겨울 발생했던 구제역에

이번 〈여덟 마리 등대〉는 더 이상 잃을 거 없는 존재들이

shape all things and become a different organism. The

희미해졌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아르코미술관이라는 공간

Chalasaengchalamyeol project was exhibited at the

petroglyph in that they disappeared a long time ago, so

환경에 잘 맞춰진 사운드 조각과 어우러지는 스펙터클이

ARKO Art Center in 2012.

it was not easy to encounter whales. In the end, Hong

홍이현숙 작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분기점이

Lee tried to connect to whales with antennas, which are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beneficial tools of civilization. Even after the exhibition

Since the exhibition of Chalasaengchalamyeol, I
have organized several exhibitions such as The Origin of
Tables and One dust of Space, which look into the world

was over, Hong Lee continued to search for the whales

김

네, 저도 그 부분에 매우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of smaller creatures. Each time I invited Hong Lee. I had

있습니다. 커다란 웅덩이에 돼지를 산채로 매장하던

she tried to meet at that time, and it seems that the

‘실천’이 작품에 담겨있다는 점이 홍이현숙 작가의 작품에서

a project preparation period of at least six months to a

충격적인 이미지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2011년 초에

whale sent a response signal at this ARKO Art Center.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

year and held weekly seminars based on participating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노마딕 프로젝트 공모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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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을

artists and the subject of the exhibition. I documented

삶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펼쳐진 몽골의 사막에서 그 이야기를

from the artist, I naturally came to think of Being a Whale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작가의 작품에서 여성은

the process by which artists prepared their work, and

하고 싶어서 《찰나생찰나멸》을 제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first. In the window of the Archive Lounge on the second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존재로, 구조적 문제를 발화하는

I encouraged the process to be visible in their final

노마딕 프로젝트가 오지에서 2주 정도 움직이는 레지던스

floor of ARKO Art Center, there is a text work written

존재 등 다양한 수행자로 등장합니다. 박수진 선생님께서는

work. While enjoying the process like a play, sometimes

Yes, when I heard the plan for Eight, Lightvessels

프로젝트였는데, 몽골에 가기 전에 홍이현숙 선생님을 비롯한

in the sound of a whale called The Sea Foam of Sound

《폐경의례》(2012), 《광화문에서 길을 잃다》(2011)를

Hong Lee encouraged and pushed artists and myself

참여 작가 5명과 정말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2020). Looking at this work, I thought that all the beings

기획하시면서 그 ‘여성’이 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more than me as a curator. As the periods in which

과정에서 제안서를 낼 때 그것이 얼마나 낭만적이었는지,

in Hong Lee’s works were eventually connected to each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윤민화 선생님께서는 홍이현숙

we prepared for the exhibition together accumulated,

철저하게 깨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빙어워: 모두나

other. In Being a Whale, the artist tried to fully accept

선생님의 작품에서 여성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보셨는지

our views of the world changed, and as our way of life

메디테이션〉은 당시 한국 작가를 비롯해 몽골 작가까지

the language of the whale through her body, but in this

말씀 부탁드립니다.

changed, we asked ourselves what art should be.

레지던스 기간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수행처럼 했던 공동

exhibition there seems to be a difference in inducing

작업이며 제작감독을 홍이현숙 작가가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contact with the audience by expanding the sound.

‘모두나’는 만물이 내 안에 있으며 동시에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모두나 메디테이션’은 내 신체를

Nex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exhibitions that
Hong Lee participated in among the exhibitions cu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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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이현숙 작가의 작품 중심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개인전

When I asked Park about how she viewed this

exhibition at the pre-meeting, she said, “The axis of the

《풀과 털》, 《비니루방》 시기에는 중산층 여성, 한국에서

work seems to have moved.” Please explain this in detail.

여성으로, 여성 작가로 사는 삶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PA R K

If the exhibition had started from the entrance

사용하여 만물의 형태를 만들면서 다른 유기체가 되는

by Soojin Park. In the exhibitions such as Once a God:

홍이현숙 작가의 상징 “파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은

of the exhibition hall, I would not have noticed the

것이었습니다. 《찰나생찰나멸》 프로젝트는 2012년

The Myth of Future Refugees, Chalasaengchalamyeol

다른 존재가 되어 다른 지점으로 옮겨갑니다. 그 여성의

movement. From the archive on the second floor to

(2012), and One dust of Space (2017), there are common

첫 등장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는데, 그 첫 등장은

Each One’s Own Ieodo in the exhibition hall on the first

themes of an attempt to escape from anthropocentrism

북가좌동 철거현장에서 퍼포먼스 프로젝트로 기획했던

floor, there were Hong Lee’s works that I’ve seen for the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찰나생찰나멸》 이후 더 작은 미물들의 세계를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포말〉(2020)이라는, 고래의 소리를 받아쓴 텍스트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결국 홍이현숙 작가의 작품에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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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was because people thought that they played a

들여다보는 《밥상의 기원》 , 《티끌 하나의 우주 쑈쑈쑈》

as well as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and death of

《서울무지개》의 〈북가좌 엘레지〉입니다. 이후 그 여성은

last fifteen years, and I felt a different air flow in Eight,

등등 여러 전시를 기획했고 그 전시마다 홍이현숙 작가를

various living things. I would like to ask why Hong Lee

눈 오는 노르웨이, 몽골 사막,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

Lightvessels. The immediate difference is the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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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태화강변에서, 사라지는 곳 어디서나 예상치 못한

and absence of the woman in the blue floral dress. To

목표인 전시에서 그런 부차적인 이벤트를 위해 수백 장의

important topic. This means that the body itself is used

모습으로 불쑥불쑥 나와서 기존의 법을 교란해왔습니다.

be precise, I think this work is different, as the woman’s

엽서를 제작한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을 법하기도 합니다.

as a material through which meaning does not pass

사회적으로는 온전치 못한 존재로 취급되지만 그녀는 변신하고

existence and location have changed. Of course, in A

그걸 보니 저도 뭔가 느끼는 게 없잖아 있어서 그 글귀가

through. Also, sensations like eroticism are important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과거 혹은 미래에서 온

Voyage on a Linoleum Floor (2008) in her solo exhibition

적힌 엽서를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시를

critical approaches to feminist work. It’s not a binary

초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of Vinyl Room (2006), there is the woman rolling around

하게 되면, 특히 국공립 미술관과 같이 규모가 큰 공간에서

sex, but a heterogeneous sense surrounding eroticism.

on a yellow linoleum floor, but she is different from the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The artist said that the narration voice in What You Are

woman who seems to have nothing more to lose in a

전시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가벽을 세우는 것인데,

Touching Now got the motif from the voice of phone sex.

윤

가부장제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던지던 예전 작품에서 홍이현숙은 두말할 것

blue floral dress that becomes one with a place or object

전시가 끝나면 이런 대규모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Hong Lee said she was trying to speak with a voice that

없이 페미니스트입니다. 질문의 맥락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where she disappears.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국공립 미술관에서 일할

evoked the lustful imagination of the Maae-bul’s sexy
body. In the context of the subversive gaze contained

I am regretful that Eight, Lightvessels has a faint

때, 단 3일 간의 행사를 위해 MDF 합판으로 된 가벽들을

이동했을 때, 여전히 여성주의적 해석이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지점은 최근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 공생으로 작업의 주제가

expression of beings that have nothing to lose. However,

잔뜩 세우고 3일 후 폐기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런 방식에

in the artist’s narration, her recent works using the

유효하느냐인데요. 여성주의적 맥락에서 쾌락이나 고통과 같이

I think the work will be a turning point in that it shows the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었지만, 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body as a material can be viewed with possible feminist

원초적인 감각이 스며든 물질로서의 몸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power of Hong Lee’s work derived from the spectacle

왜 매번 새로운 가벽이 필요한지도 잘 아니까 뾰족한

interpretations.

이것은 몸이 그 자체로 의미가 통과하지 않은 그저 재료로

harmonizing with the sound sculpture, which is well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획자로서

K I M		

쓰인다는 말인데요. 또한 에로티즘과 같은 것도 여성주의

suited to the spatial ‘environment of the ARKO Art

자율성이 확보되는 《어스바운드》나 《파노라마 오브젝트》

very important, so I think I should mention it again later.

작업에서 중요한 비평적 접근이 되기도 하죠. 이분화된 성이

Center.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시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Now, I have a question for Yun. Since 2019, it seems

아니라, 에로티시즘을 둘러싼 이질적인 감각이요. 작가는 〈지금

K I M		

Yes, I totally agree with you. The most

작가들과 공간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that it is not difficult now to see exhibitions and works

당신이 만지는 것〉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목소리를 폰섹스하는

noteworthy part of Hong Lee’s work is that “practice”

폐기물로 분류될 재료들을 사용하지 말기로 이야기를 하고

with the subjects of ecological environmentalism and

목소리에서 모티프를 얻었다고 하기도 했고, 마애불의 섹시한

is contained in the work in some way. I would like to

시작을 했습니다. 《어스바운드》와 《파노라마 오브젝트》에서

non-anthropocentrism, including your exhibitions. It

몸에 대한 음탕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ask both of you (Park and Yun) a question, but I think

쓰인 관객용 의자나, 선반 등은 모두 기성품을 대여 및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Rachel Carson’s Silent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의 내레이션이 담고 있는 전복적인

I should go over the subject of “women” in the artist’s

구입하거나, 다른 전시에서 사용된 아이템들을 재활용했어요.

Spring (1962) was the most borrowed book from a local

시선과 같은 점에서 몸을 재료로 사용하는 최근 작업들에서도

work. In Hong Lee’s work, women appear as various

《파노라마 오브젝트》같은 경우는 전시장의 본래 모습을 있는

cyber library in 2019. The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여성주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practitioners, such as beings that counteract social

그대로 활용하고 가벽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가 없도록 기획

pandemic are naturally reflected in art, but on the one

prejudice and reveal structural problems. Park has seen

단계에서부터 작품 배치를 조율했었고요. 저는 영상 작품을

hand, it seems difficult to express how art will practice

the emergence of “the woman” while planning A Ritual

선호하는 기획자긴 하지만 영상을 재생하는데에도 에너지의

the subject. If so, I would like to ask Yun what subject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윤민화 선생님께 질문을

for Menopause (2012) and Lost in Gwanghwamun (2011).

소모가 필연적이라 완전히 ‘친환경적인’ 전시는 불가능하긴

have not been mentioned while curating exhibitions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전시를 포함하여 2019년부터

I would like to hear a detailed explanation of that part.

하죠. 다만, 전시에 공간 디자인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요즘

or seeing other exhibitions, and how artistic practice

지속적으로 생태환경과 인간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Also, please tell us what Yun thinks about the meaning

트렌드를 좇지 않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should be done in the exhibitions.

전시 및 작품을 만나기는 이제 어렵지 않은 듯해요. 2019년 한

of women in Hong Lee’s works.

노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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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이버 도서관 대출 도서 1위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PA R K

봄』(1962)인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한

her solo exhibitions Grass and Fur and Vinyl Room, the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내용,

aspect that is mobilized to create the environment of

PROGRAM

The main theme of Hong Lee’s work is women. In

사실 기획자로서 제가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실천적 측면은

As a curator, the practical point I’m thinking

about can be said in two contexts. One is the physical

사회적 변화가 예술에도 당연히 반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rtist asked questions about the life of a middle-class

형식과 관련됩니다. 최근 미술에서 비인간 생물과의 공생,

the exhibition hall. In the past, I saw an exhibition on the

그 주제를 예술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건 쉽지

woman and female artist in Korea. After that, the symbol

공존과 같은 키워드들이 화두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theme of the Anthropocene organized by a private art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민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전시를

of Hong Lee, the woman wearing a blue floral dress,

토크도 제목이 ”전시에서 비인간을 호명하기“고요. 그런데

museum in Seoul. The exhibition said, “Today, in the face

기획하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becomes a different entity and moves to another point. I

시각 예술이란 건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수동적인

of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global level, we unfold

무엇인지, 전시에서 예술적 실천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was very happy to see Hong Lee’s first character of the

자리에 둘 수밖에 없어요. 사변적 철학 담론을 자신의 예술적

the most practical political, philosophical and ecological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woman. The woman was seen in Bukgajwa Elegy a work

동력으로 삼는 동시대 예술가들은 어떻게 사변적인 실재들의

thinking experiments that cultural texts can do,” and

first appearing in the exhibition Rainbow of Seoul, which

생명성을 소재화하지 않으면서 작품의 일부로 소환할 수

there were some interesting aspects. However, the

was planned as a performance project at the demolition

있을까요. 제게 가장 실천적인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point that caught my eye was at a small event organized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시장 환경

site in Bukgajwa-dong. Since then, the woman has been

그래서 《어스바운드》 를 기획할 때, 김화용, 이소요, 진나래

in connection with the exhibition. It was a subsidiary

조성에 동원되는 물리적인 측면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disrupting existing laws in unexpected appearances by

작가에게 지난 미술에서 인권, 정치적 올바름, 타자 이론과

program in which a lot of postcards were piled up in

사립미술관에서 기획한 인류세를 주제로 하는 전시를 본

popping out of snowy Norway, the Mongolian desert,

같은 주제를 내세우기 위해 비인간 생명종을 소재로 삼거나

the hallway outside the exhibition hall, and if you wrote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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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작품에서의 여성은 매우 중요해서 뒤에 다시

기획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실천적인 지점은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전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에 직면한

Gwanghwamun, and other parts of downtown Seoul,

작품에서 재료로서 소비한 사례들을 리서치하고 그것을

a message there and put it in a box, it was archived as

오늘날, 문화텍스트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정치적,

the Taehwa River side. Although socially treated as an

토대로 한 텍스트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가까운 과거에 한때

part of the record of the exhibition. Perhaps it was a

철학적, 생태적 사고실험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었고,

side event designed to attract audience participation.

incomplete being, she may be said to be a superhuman

‘바이오 아트’라는 일군의 예술이 각광 받기도 했잖아요.

흥미로운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from the past or the future in that she has an excellent

전시장에 동식물들이 소환되고, 이들을 통해 나름의 메시지를

However, I couldn’t stop laughing when I saw a phrase

지점은 전시와 관련되어 마련된 작은 이벤트에 있었습니다.

ability to transform and empathize.

던지는 행태들이 유행했었는데, 그때 전시장이라는 환경에서

written by an audience member who had already been

그게 뭐였냐면, 전시장 바깥 복도에 엽서를 엄청나게 쌓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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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된 동식물들의 생물학적 주관이 고려되거나 존중되는

there. There was something like “I’m so dizzy to think of

거기에 메시지를 적어 상자에 넣으면 전시의 기록의 일부로서

message against social norms or institutions such as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캐롤 질리오티라는 미디어 아트,

the trees that were cut down to make these postcards.”

아카이브하는 부대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도 관객의 참여를

patriarchy, Hong Lee is unquestionably a feminist. I am

환경 윤리 이론가가 있는데요. 생물 미디어의 윤리와 배려

From the audience’s perspective, seeing hundreds

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부대 행사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미

interested in whether the coexistence and symbiosis

문제를 고민하는 예술가들의 전제가 모순적이게도 인간의

of postcards made for such secondary events in the

Looking at her previous works, which threw a

그곳을 다녀간 한 관객이 써 놓은 한 글귀를 보고 실소를 금치

with non-human beings can be seen as a feminist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exhibition where the goal is to think practically in the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엽서를 만들기 위해 베어진 나무를

quality in the recent Hong Lee’s recent works. In a

예술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인간

face of environmental issues may have felt ironic.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관객이

feminist context, the body as a substance infused with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데 예술이 과연 실질적인 기여를

Seeing that, I felt something, too, so I took a picture of

보기엔, 환경 문제에 직면한 현실을 실천적으로 사고하는 게

primordial sensations such as pleasure and pain is an

할 수 있을까요? 캐롤 질리오티는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책

a postcard with the text on it. In fact, when exhibiting,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The subject of women in the artist’s wor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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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의 선택』(2009)을 썼고, 이후 미국미술학회는

especially in large spaces such as national and public art

오로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소수자라는 말로

that the premise of artists concerned about the ethics

규정집을 만들어서 ”어떠한 예술 활동이라도 창작 과정에서

museums, the exhibition waste is enormous. A common

불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of issues related to biological media is a contradiction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통증, 고통, 곤란을 유발할 수

method used for exhibitions is to erect temporary walls,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인류세의 증거, 재난의 증거는 이들의

because they have not deviated from an anthropocentric

없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시에서 이런

but when the exhibition is over, I am curious to see where

몸에, 장기에, 폐에, 피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펙터클한

view. This leads to an essential question about art. Can

일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2018년

these large-scale wastes go and what happens. When

재난 이미지들은 이것들을 오히려 못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art make a real contribution to getting out of a human-

타이페이 비엔날레의 전시 감독이었던 니콜라 부리오는

I was working at a national and public art gallery, I had

우리가 처한 재난을 보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성에서 찍은

centered worldview? Carol Gigliotti wrote a book called

자신의 예술적 담론인 ”관계 미학“을 비인간의 영역으로

the experience of installing a bunch of MDF plywood

지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옆 사람의 몸을 보면

Leonardo’s Choice: Genetic Technologies and Animals

넓히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출품작 중에 살아있는 거북이를

walls and disposing of them for just a three-day event. I

됩니다. 그들의 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처한

(2009) that deals with these questions. Later, The

전시장에 말 그대로 ‘전시’한 작품이 있었는데, 많은 비판을

thought there was a problem, but it wasn’t easy to come

재난인 것입니다. 이번에 홍이현숙 작가의 신작 중에 〈석광사

College Art Association of America (CAA) declared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제가 말하려는 점은,

up with a sharp idea because I knew how the exhibition

근방〉에서 보면, 검은색 길고양이와 교감하고 있는 장면이

in their guidebook that no art activity should cause

예술 작품에서 생물이 등장하는 것을 모두 생물을 재료로

was created and why a new wall was needed each time.

있어요. 얇은 원피스를 입은 것으로 보아 한여름에 촬영된

physical or mental pain or difficulty for animals involved

소재화했다고 단정 짓고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술

However, in relatively small-scale exhibitions such as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창 고양이와 눈 맞추고 쓰다듬고

in the creative process.

창작과 감상에 비인간 생명이 행위자로 관여하게 된다면, 그

Earthbound and Panorama Object, which curators can

하다가 작가가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모기가 있었던 것

생물적 속성이 창작의 내용과 방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decide more autonomously, I decided with the artists

같은데요. 고양이가 예뻐서 시선을 고정하고 관심이 온통

exhibition? For example, Nicolas Bourriaud, the exhibition

면밀히 숙고하고, 인간 중심적 생명관, 생태관, 환경관에 대해

from the planning stage to minimize elements related

고양이에게 가 있지만 당장 내 피부가 가려운 것은 참을 수

director of Taipei Biennial in 2018, attempted to expand

반성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to space design and not to use the materials which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북북 몸을 긁는

his artistic discourse “Relational Aesthetics” to the field

이런 문제를 제가 함께 전시를 하는 작가들과 나누고 있고,

are classified as waste. The chairs and shelves, which

것을 보는 순간, 내 몸속의 모든 신경은 모기에 물려 가려웠던

of non-human beings. Among the participating works,

이러한 고민을 앞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전시를 기획해

are ready-made, for audiences used in Earthbound

촉각적 경험을 소환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there was a work that literally “displayed” a living turtle

and Panorama Object were all rented or purchased.

무엇보다도 가려움을 해소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몸의

in the exhibition hall and that received a lot of criticism.

사람으로서 이런 측면이 더욱 실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we also recycled items used in other exhibitions.

일이고요. 아마 작가도 이런 장면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I am not referring to these examples to criticize and

In Panorama Object, the original appearance of the

같아요. 석광사 근방의 길고양이를 쫓고 소통하려는 작업의

conclude that living animals should not be displayed as

네, 그럼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exhibition hall was used as it is, and the display of the

주제와 별개로 당장 가려움을 참을 수 없는 몸이 잠깐의

materials in works of art. I think if non-human beings are
involved as actors in art creation and appreciation, we

비인간동물과의 공생이 《휭, 추-푸》의 키워드라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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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was adjusted from the planning stage so that

신scene으로 삽입된 것이 좋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몸, 그

있지만 실제로 그 공생의 대상을 비인간 동물로만 한정하기는

there were no additional elements such as temporary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must carefully consider how their biological properties

어렵습니다. 작가가 공생하고자 하는 대상은 결국 주류의

walls. I’m a curator who prefers video works, but it is

생태, 환경, 기술과 같은 주제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든

affect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work. In addition, I

결국 몸으로 환원되고, 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배제된 존재이며 온몸으로 (사회·자연) 재난을

impossible to exhibit completely “environmentally

맞닥뜨려야 하는 소수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friendly” because energy consumption is inevitable even

저는 사전미팅 시 재난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보고 싶다는

when reproducing videos. However, I am only trying to

김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홍이현숙

minimize waste without following the current trend of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도록에 들어갈 서문에

work with, and I will continuously curate exhibitions that

선생님의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cessive use of space design in exhibitions.
However, as a curator, I am more concerned with

사실 저는 기후 위기, 환경 재난, 인류세 같은 용어들이

would like to say that we should have a reflective attitude
toward the human-centered view of life, ecology, and

〈석광사 근방〉에서 몸을 긁는 장면을 이야기하셨는데

environment. I am sharing these issues with the artists I

언급하기도 했어요. 제게 있어 그 장면은 고양이, 모기,

address these concerns. As someone who studies visual

인간이 서로 분리된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한 공간을 같이

art and organizes exhibitions, I think this aspect is more

considering the practical parts such as the content

점유하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 공생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practical.

우리를 근시안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and form of the works. Keywords such as symbiosis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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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어들은 너무 멀고, 또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and coexistence with non-human beings have recently

윤

들어, ‘환경성 질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오염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발생하는

제가 아까 홍이현숙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에

Yes, then I will ask you a question in a slightly

different context. Although symbiosis with non-human

become popular in the art world. The title of this talk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 보고자

beings is explained as a keyword for Swoosh, Tsu-pu!, it

program we’re participating in is also “Invoking Non-

합니다. 윤민화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어스바운드》,

is difficult to limit the object of symbiosis to non-human

질병을 말하는데요.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노동에만

Human Beings in Exhibition.” Visual art is inevitably

《파노라마 오브젝트》의 참여 작가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beings. The object that the artist wants to coexist with

적용되는 질병이 아니라, 일반 주민 다수에게 일어나는

subject to action and has no choice but to be placed in

에코페미니즘이 대두되고, 생태복원을 위한 여성들의

is ultimately excluded from mainstream history, and I

질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성

a passive position. For me, the most practical concern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think that it is a minority who has to face disasters with

질환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있어요.

is how contemporary artists who use speculative

움직이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참여 작가를 선정하셨던 과정이

their whole bodies in society and nature. I was impressed

대표적으로 아토피는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에 의해

philosophical discourse as their artistic motives can

궁금합니다.

with your statement that you wanted to critically see the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는

summon the vitality of speculative realities as part of a

images of disaster during the pre-meeting. Please tell us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숨 쉬며

work that does not materialize. Therefore, when curating

윤

일상을 유지하기만 해도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the exhibition of Earthbound, I asked the artists, Hwa-

몸에 대해 여성들만큼 열심인 남성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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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대답한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거칠게 말해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폐 질환도 ‘환경성 질환’으로

environmental disaster, and Anthropocene make

how you viewed Hong Lee’s works from this point of view.
Actually, I think terms like climate crisis,

young Kim, Soyo Lee, and Narae Jin, to create text-

인류의 역사는 남성의 역사였어요. 그들에겐 몸을 재고할

지정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마트에 가서 가습기 살균제를

based works after researching cases that have non-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죠.

us shortsighted. In other words, these terms are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병에 걸렸어요. 아토피, 비염,

human beings as material or subject, express human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개인적으로 어떤

too distant and abstract. For example, there is the

폐 질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rights, political rightness, or theory on otherness.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동차 디자인에 관해 리서치를 할

term “environmental disease.” What this means is a

일이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디자인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disease that occurs when environmental pollutants are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재난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느 날

In the near past, a group of artworks called ‘Bio Art’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시각 예술을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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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ren’t these things happening repeatedly in the

갑자기 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듯 우리 모두가 절체절명의

was in the limelight. It was fashionable to display animals

테스트를 할 때 표본으로 하는 인체는 남성의 것이더라고요.

absorbed and accumulated in the human body. This is

위기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주변 사람들이

and plants in the exhibition and to convey their own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사고에서 여성이 다치거나 죽을

not a disease that applies only to specific workplaces

환경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것,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로

message. At that time, biological subjectivity of animals

확률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or specific labor, but diseases that affect the majority

인해 암에 걸리는 것, 갓 태어난 아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and plants living in the environment of an exhibition was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자료가 있습니다. 비단 이

of the general population. Common environmental

죽어가는 것, 이것이 인류세이고, 재난인 것이죠. 이들에겐

rarely considered or respected. Carol Gigliotti, who is a

사례 뿐이겠습니까. 건축에서 최초의 모듈 개념을 적용한

diseases that we know include atopic dermatitis, allergic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질병의 고통을

media art and environmental ethics theorist, pointed out

르 코르뷔지에 같은 경우도 남성의 인체 비율을 기준으로

rhinitis, and asthma. Typically, atopy is a disease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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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설계한 나머지, 실제로 주방을 사용하는 여성은 발끝을

by the environment like sick house syndrome. This

진동이고, 그 진동의 주파수, 그걸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데,

들어야 겨우 닿는 위치에 선반을 제작하기도 했다죠. 기존의

includes people suffering from respiratory problems

그것은 공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자체에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due to fine dust. Just by maintaining the daily routine

다시 돌아가서, 이 작업을 청감각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

겁니다. 그러나 선배 페미니스트들의 열렬한 연구와 저항을

of eating, sleeping, and breathing, we are exposed to

소리로 공간이 재편되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시각이라는

back to this topic. In the exhibitions of Earthbound

통해 몸에 대한 재고가 가능한 터전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disease. Recently, lung diseases caused by humidifier

건 다른 감각들에 비해 월등히 강력해요. 이걸 부정할 수는

and Panorama Object curated by Minhwa Yun, the

I asked a question about “women” in Hong Lee’s
works that I mentioned earlier. I would like to go

최근에 포스트 휴먼 담론에서 AI, 사이보그, 신체의 일부가

disinfectants were also designated as ‘environmental

없습니다. 이 시각의 감각이 지배하는 세계에 있던 관객을

participating artists were all women. Women seem

인공 장기로 대체되는 경우 등 휴머니즘을 다시 쓰는 연구가

diseases’. These people got sick just because they used

갑자기 깊고 어두운 고래의 소리가 들리는 공간으로 데리고

to be relatively active in emerging Eco-feminism and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화두는

a humidifier disinfectant purchased at a shop. Atopy,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이현숙 작가가

emphasizing the role of women in ecological restoration.

몸이고, 그래서 포스트 휴먼 담론, 장애학, 사이보그와 같은

rhinitis, lung disease, all of these things can happen to all

귀신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귀신에 홀려서 강을 건너 저

I would like to ask Yun a question about how you select

연구를 하기 위해 결국 페미니즘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기도

of us. For me, disasters include these kinds of happenings.

합니다. 재난은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적용되지 않잖아요.

In my opinion, disaster should not be conceived of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관객을 홀려서 데리고 가는데, 거기는

participating artists.

바로 고래의 세계인 셈이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던

Y U N		

earlier. To put it roughly, women, not men, have always

It seems to be connected to what I answered

재난이 촉각으로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남성이 디폴트인

only as imminent danger that we all face, such as a planet

시각적 세계가 아닌, 청각의 세계에서 관객은 자신의 위상을

세상에서 기민하고 섬세하고 세계를 지각하고 그 공존을

suddenly crashing into the earth one day. I think the

재차 점검하게 될 겁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여러

been the ones eager to explore their bodies through

모색하는 관점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hropocene and disasters involve the most common

작품을 경험한 뒤에 2층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관람하게 되는

art. Human history has been the history of men, so men

김

그럼 이제 두 분께 이번 전시에서 인상 깊었던 작품에

of people around you getting environmental diseases,

작품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have not been forced to confront their bodies in the

getting cancer from tap water, and newborn babies dying

전시 동선 상에서는 이 작품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졌는데요.

same way as women. They just had to live in conformity

for unknown reasons. They don’t have power, so they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귀신처럼 관객을 홀려서 낯선 세계,

with societal expectations. To take a rather extreme

이어도〉(2020)를 보시고 홍이현숙 선생님이 돌아온 것 같아

must endure the pain of the disease they have to bear

낯선 감각으로 관객의 몸을 탈탈 털어대던 작가가 ‘자,

example, last year I was personally doing research on

반갑다고 말씀하셨고, 윤민화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without any help. It’s not because they’re called minorities,

이제 네가 있던 세계로 돌아가거라’하고 관객을 놓아주는

automotive design to prepare for an exhibition. I found

만지는 것〉(2020)을 베스트로 꼽으셨습니다.

it’s just because they have a suffering body.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작가의

that the models for designing cars and testing related to

The Anthropocene leaves evidence in their bodies,

사실 제게 있어 이번 전시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며 인상

깊었던 작품은 〈여덟 마리 등대〉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이

목소리로 녹음된 내레이션을 통해 무언가를 더듬고 만지는

accident prevention are based on the male body. That’s

organs, lungs, and skin. By the way, many images of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작품에서는 그

why women are actually much more likely to be injured
or killed in a car accident than men. This example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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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acular disaster obscure them. We don’t have to

대상이 마애불이었지만, 저는 이것은 마치 이제 세상으로

작품에서 홍이현숙 작가의 이전 작품과는 다른 흐름, 일종의

see Earth from satellites in real time to see our disaster.

나아가서 네가 시각적으로 알던, 지식으로 이해하던, 이미지로

just anecdotal. There is actual data to back it up, and it’s

단절처럼 느껴졌던 지점이 있었는데, 이에 반해 〈각각의

I can see the body of the person next to me, who is

규정하던 것들을 만지고, 들으며 다르게 감각해보라고 하는

not the only case of male-centered design. Le Corbusier,

이어도〉는 홍이현숙 작가 작품에서 보았던 세상을 바라보는

enduring the reality of the disasters we face. In Hong

것 같았어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고 전시장 바깥을

who applied the first modular concept in architecture,

시선, 위트 같은 것이 보여서 반갑게 보였다고 했던 것이지요.

Lee’s new work, In the Neighborhood of Seokgwangsa,

나가면 확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데, 처음에 전시장에

designed houses based on the proportions of the male

전시를 두 번 더 꼼꼼히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만지는

there is a scene where the artist is interacting with a

들어갈 때보다는 조금은 더 예민한 상태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human body. As a result, women, who tended to use

것〉에 대해 아르코미술관 임근혜 관장님, 윤민화 선생님이

stray black cat. This was presumably filmed in the middle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과 마지막 작품이 대구를

the kitchen more frequently, had to lift their toes to

한 말씀이, 제가 2019년에 봤던 작품과 다르다는 느낌이

of the summer as she was wearing a thin dress. In the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게 했습니다. ‘홍이현숙 작업스타일’이 갑자기 떠올랐기

midst of making eye contact with the cat and petting it,

때문입니다. 홍이현숙 선생님은 전시 중에도 계속해서 작품을

the artist begins to scratch her body. It looks like there

것을 듣다 보니, 학부 시절의 조각사 수업 시간이

but feminists, who have eagerly been researching and

수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은 처음 발표하셨던

were mosquitoes. The cat is pretty, so the artist’s gaze

떠오르더라고요. 삼국시대 불상, 고려 불상과 같은 것을

resisting hegemonic perspectives, have made it possible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작가가 내레이션하는

barely reach the shelves.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xisting data itself excludes women,

2019년 버전의 큰 축과 콘셉트는 그대로이지만, 바뀐

is fixed, and her interest is directed at the cat. However,

다루는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작품에 대해 강의하던 교수님도

to rethink the body. Recent discourse on post-humanism

디테일은 작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 혹은 후배작가들이

her skin is unbearably itchy from immediately being

불상의 생김 하나하나를 정성껏 묘사해서 마치 손으로 만지고

considers AI, cyborgs, and cases where human body

선생님께 드렸던 말씀들을 흘려듣지 않으셨고 더 나아간

bitten by a mosquito. The moment I watched the artist

있듯이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설명만 하는 게

parts are replaced by artificial organs, and humanistic

작가의 세계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scratch her body unconsciously, all the nerves in my

아니라, 이 작품에서 작가님도 그러셨듯이 매번 감탄을

perspectives are being reconsidered. The main focus

인상적인 것은 계속 진화하는 홍이현숙의 작품입니다.

body recalled my tactile experience from when I was

합니다. 작품의 ‘맛’을 전달하기 위해 갖은 의성어, 의태어를

of this discourse is the body, and so research relating

itchy with mosquito bites. At that moment, the most

동원하게 되는 거죠. 보고 있는 것을 만지고 있듯이 말하는

to post-humanism, disability studies, and cyborgs, is

important thing is to relieve the itchiness above all else.

것, 제가 처음 미술을 배울 때 접했던 이런 방법은 예술을

grounded in feminism. This is because disasters do not

중에서 최고로 좋았습니다. 이 작품만 가지고도 여러 맥락으로

While this work is related to the body, I don’t think the

대하는 저의 태도에도 영향을 줬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apply separately to men and women. In a world where

확장되는 비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artist intended this scene. It was nice to have a scene

시각 예술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시각에 대한

representation of our species defaults to men, I think

먼저 전시 기획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이 동선의 마지막에

that shows a body feeling itchy apart from the subject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배적인 시각에 가려진

that women have proven themselves to be more agile

놓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지점에 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of the work trying to follow and interact with stray cats

감각을 환기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시각성을 재고하게

and dedicated to perspectives of coexistence.

동선상, 전시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작품이 〈여덟

K I M		

윤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은 최근에 본 그 어떤 작품들

near the Seokgwangsa Temple. Eventually, I thought that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예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 등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의 고래 소리를

we were nothing more than our bodies. Themes such as

홍이현숙 작가 또한 감각에 대해 환기하게 하고, 감수성을

impressed each of you in this exhibition. Park selected

들려주는 소리 작업인데요.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걸어

ecology, environment, and technology are important to

매만집니다. 홍이현숙의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 작품은

Each One’s Own Ieodo (2020), and Yun selected What

들어가면, 첫 번째 전시실은 입구에서부터 살짝 내려가듯

me, but any message seems to end up being returned to

〈여덟 마리 등대〉와 대구를 이루면서 우리의 감수성을 마치

You Are Touching Now (2020) as the most compelling.

전시장으로 들어서게 되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the body and result in it.

근육 마사지하듯이 마사지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PA R K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무섭기도

K I M		

실컷 마사지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감수성을 더 키우는 것은

this exhibition, and the work that impressed me the

합니다. 관객들이 속했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쑥

Neighborhood of Seokgwangsa. I was so impressed

관객의 몫이겠지만요.

most, is Eight, Lightvessels. However, as I previously

You talked about the scratching scene in In the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박수진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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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symbiosis by themselves.

Nex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works that

Actually, for me, the most important work of

들어서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by it that I wrote about the scene in the preface of the

소리를 재료로 하는 작업이라서 공간 디자인에 정성을

catalogue. The scene was interesting because I thought

들였을 것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청감각이라는 게 공간과

that cats, mosquitoes, and humans were not separated

우선되는 감각을 지양하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특히

On the other hand, in Each One’s Own Ieodo, I was glad

따로 뗄 수 없는 감각이잖아요. 왜냐면 소리라는 게 공기의

from each other, but occupied the same space and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금기시된

to see the artist’s unique gaze, wit, and worldview that I

mentioned, I experienced a disconnection through Eight,
김

〈여덟 마리 등대〉와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은 시각이

Lightvessels with the flow of Hong Lee’s previou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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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접촉’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fter that, I looked closely at the exhibition twice

space and sensory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in

a positive quality, and a new era encourages the

What You Are Touching Now, the artist seems to set the

development and exploration of new media. However,

audience free, saying, ‘Now, go back to the world you

as you can see now, it is common for viewers to see the

앞으로도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대한 기대가

director of ARKO Art Center, talked about What You

are belong to.’ It is also interesting to see how the artist

online exhibition in video media, which was reproduced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분께서는 작품을 볼

Are Touching Now, I realized that it was different from

indicates the act of stroking and touching on the Maae-

with existing methods of the exhibition.

때/만날 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the What You Are Touching Now I saw in 2019. Hong

bul through the recorded narration of the artist. In the

Lee’s creative process came to my mind at the moment.

work, the subject was the Maae-bul, but it seemed as

대체되면서 직접 작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In particular, the in-person exhibition allows
visitors not only to feel through their body, but also to

Hong Lee continued to revise her work even during

if the artist was asking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see through their eyes, as they follow the flow of the

시도 중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the exhibition. The currently exhibited What You Are

world with auditory and tactile senses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However, the video created by simply moving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일 텐데, 그 한계를 넘는 것이 긍정적인

Touching Now is the same as the 2019 version in terms of

more familiar visual experience. When I went outside

the camera along a singular line of motion limits the

박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팬데믹 이후 온라인으로 대체된

부분으로 작동하겠지요.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매체는

its main axis and concept, but the details that show the

the exhibition after seeing the last work, What You

exhibition to a visual experience. Online exhibitions need

그것만의 매체성에 근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artist’s attitude are different. Hong Lee is an artist who

Are Touching Now, I felt the cold wind blows my face. It

to be understood and curated as a space itself and not

바로는 기존 전시 문법을 영상매체로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takes the advice of others, even from younger artists

seemed that my senses became more sensitive than

as a translation of in-person space. I think it is important

재현하는 방식으로 관람자가 접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and curators including me, seriously and develops her

when I first entered the exhibition. So I thought that the

to make a positive effort to communicate with visitors in

artistic approach. I am continually impressed to see how

first and the last works are the axis of the exhibition.

a variety of ways other than simply viewing the exhibition.

특히 전시라는 매체는 동선에 따라 시각을 넘어 몸으로
감각하며 보게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카메라가 동선을

Hong Lee’s works have developed.

따라 움직여 그것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것은 전시를 시각적

Y U N		

경험에만 머물게 할 뿐입니다. 온라인을 오프라인의 번역

I’ve seen recently. I think this work can be used for

공간이 아닌 공간 자체로 이해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criticism that extends into multiple contexts. First, in

in the undergraduate school. The class included the

it is auxiliary to, not a replacement for the exhibition.

긍정적인 것은 전시회를 단순히 보는 차원의 전시를

terms of exhibition planning, this work is put at the end

Buddha statue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Goryeo

There are online exhibitions that use new technologies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이라고

of the flow. I would like to comment on this point. The

periods. I remember that the professor delicately

such as VR and AR, but it will be much more expensive

생각합니다.

first work that audiences encounter in the exhibition

described every appearance of the Buddha statues as

to produc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be optimistic that

is Eight, Lightvessels. As you’ve already seen, it is an

if touching it with professor’s hand in the class. Like

offline exhibitions can be replaced with online exhibitions,

Y U N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that can replace

in this work reminded me of taking a class of the

the act of going to the exhibition and seeing the work in

History of Sculpture in the Department of Art History

person. Various content is being produced online, but

Hong Lee, the professor admired the statue every time

because online exhibitions are seen only with the

whales. If the audience enters from the entrance of the

professor described it. The professor also used various

viewer’s limited senses. As times have changed, there

있지만, 그것은 전시의 부대 콘텐츠이지, 대체 콘텐츠는

exhibition, they will descend slightly into the first room.

onomatopoeic and mimic words to convey a sense of

is a strong voice that we need to find a new exhibition

못 된다고 봅니다. VR, A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The space itself is quite unfamiliar and scary because

the statue. When I first studied art, what I learned was to

format and exhibition medium. But I think it’s just a

온라인 전시를 선보이기도 하지만, 비용 면에서도 훨씬

it transitions from a bright space to a dark space. It

talk about visual artworks as if they were being touched.

shift in forms, not a change. There are also concerns

부담이 클 것이고, 신체의 일부 감각에만 한정된 콘텐츠로

seems likely that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this like

I think this method also influenced my attitude toward

that risks, such as copyright issues, will increase when

전시장에 가서 전시를 관람하는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여러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PROGRAM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역시 전시를 대체할 수 있다고

jumping into a different world, a world in which they

art. We do visual arts, but I think maybe what we’re

existing exhibitions are placed online. Last year, while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

do not belong. Perhaps because it is a work that uses

dealing with isn’t just about vision. One of the reasons

experienc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 felt that

형식, 전시 매체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것은

sound as a medium, it seems that the special design was

I do art is to evoke the other senses that are obscured

the situation of the disaster seemed to accurately touch

형식의 이동이지, 전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온라인으로 전시를

important. The auditory sense is a sense that cannot

by the dominant sense of vision, thereby reconsidering

the point where it was originally vulnerable or festered

대체했을 때, 기존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저작권 문제

be separated from space. This is because sound is

the sense of vision. Hong Lee also evokes the senses

even in everyday situations. I also think that if we only

등의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들고요. 작년에

the vibration of the air; the frequency of vibration, that

and touches the sensibility. Hong Lee’s What You Are

pay attention to new experiments based on online, then

감염병의 확산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인데, 재난의 상황은

is, the resonance frequency, varies depending on the

Touching Now and Eight, Lightvessels, which form the

more of the existing vulnerabilities of the exhibition will

원래 일상적 상황에서도 취약하거나 곪았던 지점을 정확히

structure of the space. Anyways, going back to my point,

axis of the exhibition, seem to massage our sensibility.

become apparent.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the sonic experience of this work is like reorganizing

The audience got a massage to awaken their senses

실험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기존에 전시가 갖고 있었던

a space with sound. Vision is far more powerful than

through Hong Lee’s work, so it’s up to the audience to

number of visitors at a limited time due to the social

취약점이 더 드러나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other senses. We cannot deny this. It seems that the

increase their own sensitivity.

distancing scheme. The issue of space eventually

요즘에 미술관은 거리두기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audience, who is in a world dominated by this sense of

K I M		

한정해서 관객을 입장시키고 있잖아요. 공간의 문제가 결국

sight, is suddenly brought into a deep and dark space

Now was an attempt to avoid the sense of vision, which

Eight, Lightvessels and What You Are Touching

These days, art museums are open for a limited

connects to the issue of time. In order not to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existing exhibition system, to

시간의 문제로 이어진 것이죠. 기존의 전시 문법에서 크게

where the sound of whales can be heard. So I think Hong

is dominant. In particular, What You Are Touching Now

faithfully comply with regulations such as social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를 성실히

Lee played a role like a ghost. Just as people cross the

prompts questions regarding the issue of ‘contact’ in

distancing, and to fully show the artwork, this issue of

these days of Covid-19 when people are not allowed

‘limited time’ must als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지키며 작품을 온전히 보여주려면 이 ‘시간성’에 대한 문제도

river and go to the other world possessed by ghosts, the

기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통 2시간으로

audience seems to enter the world of whales through

to meet each other face-to-face. Due to the social

curating. The viewing time is usually limited to two hours.

관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러닝타임이 너무 긴 작품을

possession by the artist. Eventually, the audience will

distancing scheme, many exhibitions and works are

If there are too many works, there is a problem with

여러 개 배치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작품을 관람하는데

find their bearings in a sense of the auditory rather than

being transposed online, so there is a continuing

insufficient time to see the entirety of the exhibition. I

소요되는 시간과 동선의 흐름, 그리고 관람자 사이의

the sense of vision with which we are familiar. When the

situation where people cannot directly see works.

think the exhibition should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성을 포함해서 전시를 기획해야

audience goes to the second floor after seeing other

Expectations for the emergence of new online platforms

the time needed to see the work, the flow of movement,

할 것 같아요. 결국 누구보다도 큐레이터의 일이죠.

works including Eight, Lightvessels, the last work they

are increasing nowadays. In this situation, I wonder if you

and the distance between viewers. After all, that’s the

will see is What You Are Touching Now. I think it is the

have any thoughts when seeing the work of art.

job of a curator more than anyone else.

last work in the flow of the exhibition. In the previous

PA R K

김

네, 오늘 두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Like everyone, I have found both positive and

전시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호명하기: 홍이현숙의 작품을 중심으로

What You Are Touching Now is the best work

On the other side, listening to the artist’s narration

audio work that emits the sounds of different types of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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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previously seen in Hong Lee’s works.

more. After hearing what Yun and Jade Kyunhye Lim,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전시와 작품들이 온라인으로

K I M		

This has been a very enlightening discussion with

works, the artist seems to possess the audience like a

negative aspects to the attempts to move everything

our two curators. Thank you to everyone who attended

ghost and shake the audience’s body with an unfamiliar

online because of the pandemic. Pushing limits is

through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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