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Elien Ronse
‘One goshiwon’ / 설치 (가구)
‘A flag for republic of Korea’ / 깃발
‘Report 07042016-17052016’ / 설치 (한국어/영어 
영상_loop_47분, 매트리스)
‘Shared goods’ / 설치 (부엌 선반, 컵)

“아버지는 자신이 담뱃재를 백합에 털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재떨이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 우리 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Yiannis Ritsos의 Iconostasis of 
anonymous saints 중에서)

작가는 자신의 주변의 삶과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따분한 구조들을 기록한다. 끊임없이 
장소를 관찰하고, 사진과 글로 기록을 남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은 엄격하면서도 임의적인 룰에 따라 
체계화되고, 아카이브로서 진열된다. 내부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해되는 가에 대한 가정에 질문을 
던진다.

3
하상철
‘제한적 목록: 바림’ / 사운드 퍼포먼스 (28일 8시)

광주라는 추상적인 지역/장소 안에 자리한 '바림'이라는 
구체적/제한적 공간을 하나의 단위로 정해, 제한된 시간 
동안 채집 가능한 소리들을 모아 목록화 하였다. 말, 사물, 
환경. 모아진 소리 샘플들은 다시금 발췌되어 하나의 
소리-상황으로 (재)조직화된다.

2
박가인
‘오작교’ / 설치 (영상, 잡지, 회화)

주제는 중년남녀들의 사랑의 오작교인 ‘산악회'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작업인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2016>의 연작으로, 지난 2002
년 불륜이 발각되고도 현재까지 연애중인 아버지와 그에 
반해 무성욕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중년남녀의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광주지역 30여개의 산악회일정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움직이거나 필요시 정식모임에도 
참여하며 그들의 일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관찰, 기록했다.   

미혼과 기혼을 넘나드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묘한 
감정들을 담은 사진을 포함, 감성과 색채, 숭고미를 중시한 
낭만주의 기법의 페인팅작업을 하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들어간 동영상과 대화내용을 편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마운틴패션매거진'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잡지로도 출판했다. '힙합퍼'나 '크래커'같은 스트릿패션 
잡지를 표방한 형식이다. 젊은이들의 패션을 아카이브하는 
잡지는 있는데 중년의 패션에 주목한 잡지는 왜 없는가.

4
하상철 
‘444’ / 영상_싱글채널_loop_50분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이미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스마트폰-카메라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하나의 단위로 삼고자 한다. 특히, 이 도구가 
제공하는 
‘파노라마’ 이미지는 하나의 측정 장치로서 작동한다. 
매일 오후 4시 44분, 신체의 회전에 힘을 입은 짧은 시간의 
축을 통해 하나의 관점을 관망한다.

5
B-CONE
‘Creature 0201’ / 스톱모션 애니메이션_멀티채널_ 
loop

척추 : 사산死産 후 파상풍에 걸려 죽은 어미 소의 척추
머리 : 사산된 송아지의 머리
이 둘을 합체合體하여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것을 만듦에 그 
목적을 둔다.

4F

4

EV

1

2

3
1

5F EV

지하
(1층에서 계단이용)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