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혜윤
[구. 디. 2번 출구]
(가변 설치, 재봉틀, 아두이노, 웹,  2018)

구로공단. 사라진 옛 공장 터에 디지털복합단지들이 
생겨났다. 100만 달러 수출역군들의 빈자리는 또 다른 
노동자들이 승계했다. 나란히 늘어선 재봉틀과 작업대 대신 
촘촘한 파티션으로 자리가 나뉘었다. 파티션 속 노동자들은 
언뜻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삯을 가진다. 같은 시간을 들여 
일하지만, 삯은 적다. 

“단추(봉제)를 달던 사람들이 이제는 버튼(웹)을 달고 있죠.”

시간이 지났어도 작업이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도 하는 일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라서 시간을 쪼개고 삯을 줄여서 사람을 
부릴 수 있다 한다. 

시간선택제. 파트타임(시간제). 경력단절.

이 작업은 내가 구로디지털단지의 IT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며 
경험한 ‘왜 특정 직무에만 여성이 많은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리서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으로 
시작하여 산업구조의 특성과 국가의 정책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졌다.
리서치의 결과물로서, 시간이 지나도 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차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국가와 산업계의 
인식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동시에 띄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재봉’을 게재한다. 재봉틀을 힘껏 밟을수록 
페이지마다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수놓아진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2 주현욱
[메모리 네크로맨싱 (N35.1° E126.9°)]
(가변 설치, 단채널 영상 5분, 2018)

모든 것을 기억 가능한 형태로 아카이빙 하는 21세기적 
기억의 서사망 표면에 얼룩처럼 묻어있는 20세기적 기억의 
서사망을 강령시킨다.

1. 소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의 범위를 설정한다.
2. 설정된 범위 내의 유폐된 기념인물상*을 타겟팅한다.
3. 해당 타겟들을 스캔한 후 소환 지점에 불러낸다.

*유폐된 기념인물상은 기존의 중심부에서 물리적/상징적 
추방을 당한 기념인물상을 의미한다. N35.1° E126.9°에서는 20
세기에 세워진 인물 재현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이루리
[세상의 모든 안녕]
(가변 설치, 퍼포먼스, 2018)

안녕하세요. 
나는 진짜 안녕한가? 안녕은 뭘까?
늘상 하는 인사에 진짜 의미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내가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안녕하고 싶기 때문이다. 오롯이 나의 안녕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어떤 마음을 담아 다른이에게 인사를 
건넬지 같이 고민해본다.

내가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 궁금했던 장소들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관심이 
중요하다. 

대상은 언제나 빛을 머금고 있다. 그 빛을 보려면 내가 관심이 
있어야한다. 관심이 빛을 더 발하게 해주고 덩달아 나도 
밝아질 것이다.

*인터뷰, 도움 :  Sahan, Anastasia, Naung, Dana, 김현중, 
박은현, 송재영, 나의 가족.

4 벡스 엡스타인
[식물 조력 기관 (Institute of Plant Motivation) 한국 
지부]
(가변 설치, 단채널 영상 20분, 계약서, 2018)

식물 조력 기관 (Institute of Plant Motivation, 약칭 IPM)의 
미션은 식물과 인간의 친밀하고 합의적인 연대감의 형성을 
지지하는 것에 있다. 나, 벡스 엡스타인 (Becs Epstein)은 IPM의 
설립자이자 현 CEO이다. IPM은 인간이 식물의 삶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인지하고, 식물이 그저 생물로서가 아닌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IPM은 인간과 식물의 스펙트럼 사이의 권력 계층을 뒤집는다. 
IPM 로고가 박혀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심은 식물과, 자신과 
자연과의 경험을 나와 같이 토론하고, IPM 수칙에 대해 배운 
자랑스러운 회원들의 여정이 짧은 다큐멘터리로 전시되어 
있다. 
광주 지부를 통해 사람들은 이 혁명적인 기관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람들이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나도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기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Plantmotivation.org 에서 볼 수 
있다.

* 도움 : 새 회원분들, 린, 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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