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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하언

상호텍스트성을 문화 담론으로 이해하며, 전시장 내 개인과 
전시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한다. 큐레이터는 
사회과학자로서 전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영향을 고려하여 
전시를 기획한다. 관람자와 전시물의 텍스트의 교차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전시 후, 그리고 다음 전시 관람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전시물로 풀어내고자 했다. 관람자의 ‘
기억과 정체성 텍스트에 대한 논의가 영상 설치물로 표현되어 
전시장 밖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연속성을 담아내려했다. 

saw_ciety (2017) / 황준하 / 영상 설치
결핍된 시선과 욕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나 cctv 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결핍된 시선에 대해 고민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시선에 대한 
욕구는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며 정체성과 
순수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작가의 ‘훔쳐보기’ 
프레임은 개개인의 시선 생산과 소비의 순환과정을 나타내고자 
했다. 

두 생각 (2017) / 이승준 / 영상 설치
사회 내에서 텍스트 상호작용의 완전한 부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 사유와 정체성의 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 고민으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시작이 온전한 
자기 자신인지 사회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작가는 타인의 기억에서 나온 
창작물들을 자신의 기억에 대입하여 앞으로의 예술, 창작에 
대해 고민을 나타내는 동시에 관람자에게도 묻는다. 

협력 : 이경준, 카메라 오퍼레이터  권려원, 사운드 임하늘, 
박민서, 김승주, 장엄일, 이은지, 김정훈, 이승준

yang9512@naver.com

2 이목화

커뮤니티 운영자로서의 큐레이터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주체로서, 광주 예술의 향유층의 
부재와 예술 전반에 대한 담론 부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이전의 공동체의 폐쇄성과 강요성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시각적 형태의 전시 
구현이 아닌 비가시적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확장된 개념의 
큐레이터와 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절절살롱 인스타그램 @jeoljeolsalon
페이스북페이지 http://facebook.com/jeoljeolsalon

 jeoljeolsalon@naver.com

3 보태

보태는 김보경, 박태인 두 명의 콜렉티브로 택시에 대한 
큐레이션을 진행했다. 전시의 형식으로 선보이는 보태의 
큐레이션은 직접 택시에 승차하여 기사님와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 익명의 승객들에게 받은 설문조사 및 택시에 관한 사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최근 3년간 접수 되었던 택시에 대한 
민원 신고 횟수, 신고 분류 항목 등을 나열했다.
택시, 기사, 승객에게 나타나는 미시적 사회 현상들은 개인의 
경험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사회 문제들과 
연결되어있다. 다시 말해, 택시란 사회 문제의 집약체로서 현 
사회를 반영하는 공간이자 존재이다.

성소미 / 시선 / 2017 / 가변설치
작가 성소미는 상황을 역전시켜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의 
접근방식으로 우리는 ‘무언가’의 시선을 상상하게 된다.

bgpuppy@naver.com (@gyung_kim_bo)
tigertip@nave r.com (@_tae__in)

4 이지영

광주미래전시예측게임은 2008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열렸던 
시각예술 기반의 전시 제목을 조사하여, 빈도수가 높은 단어 
중 18개의 단어를 축출한 것이다. 주사위를 굴리면 가상의 
전시제목이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진 전시제목은 어쩐지 
익숙하다.

벽면의 세가지 카드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에게 
익명을 담보로 얻은 답변들이다.

협력 : 광주아트가이드, 이선옥(호남지방문헌연구소)

dreamtwogether@gmail.com

5 맥거핀

공유지의 비극은 일상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주 가깝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사소해지는 현상들을 조사함으로써 
현대인들의 ‘공유’에 대한 태도를 짐작한다. 이러한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한다. 결국은 
시장매커니즘이나 정부개입이 아닌 자발적인 공동체 중심의 
시스템 형성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공유에 대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세현의 작품은 테이프로 그어진 벽 위에 걸리게 된다. 
테이프로 그어진 벽은 수많은 공유지를 표현하며 그 위에 
걸리는 작품은 공유지의 에피소드가 된다.

이세현  / 에피소드 (Episode) / 2010(1), 2011(2), 2013(1), 
2017(5) / digital pigment print
관찰자가 되어 바라보는 사회는 담담하고 때론 평범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에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장면은 
연극처럼 살아 움직이는 기분이 든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순간의 영원성은 이렇게 기록되어 보관 되어지는 
동시에 가볍게 변질된다.

mcguffin.park@gmail.com

6 리딩룸 & Curators’bar

큐레이터들의 글을 읽을 수 있다.
큐레이터들과 대화할 수 있다.
무언가를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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