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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ther Point of View  ·



제주도는 눈부신 자연환경과 이국적인 풍광, 그리고 신비한 설화들로 언제나 설렘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낙원처럼 아름다운 이 섬은 오랜 기간 동안 지리적으로 소외된 유배의 장소가 되어  

수탈과 억압에 고통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역사의 희생양이 된 데에는  

제주도민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 메시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48년부터 무려 7년 7개월 동안 가짜 이데올로기가 제주도를 덮쳤고 섬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질 정도의 무자비한 토벌과 학살이 감행되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에 결코 아물 수 없는 상흔을 남겼지만, 가족과 이웃을 잃은 

사람들은 아픔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으며 혐오의 굴레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 제주도는 희생자들의 땅이 

아니라 상생의 미래를 위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티앤씨재단의 아포브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그 감회가 더욱 특별합니다. 2020년 서울에서 시작된 아포브 전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비뚤어진 공감이 만들어내는 혐오의 해악성에 대해 돌아보고,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일반적인 현대미술 전시와는 조금 다르게, 한중일 8인 

작가들의 설치 작품 외에도 스토리텔링을 위해 준비한 다섯 개의 테마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는 총 세 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인 ‘균열의 시작’에서는 사람들이 

가볍게 옮기는 뒷담화와 가짜 뉴스가 대중의 불안을 먹이 삼아 눈덩이처럼 자라나는 과정을 

그립니다. 두 번째 전시실 ‘왜곡의 심연’은 익명화 된 군중의 모습과, 정당한 분노로 둔갑한 과잉 

공감이 만들어낸 혐오의 역사 속으로 관객들을 안내합니다.  

세 번째 전시실인 ‘혐오의 파편’에서는 오해와 편견으로 상처 입고 얼룩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두운 주제 속에서도 강렬한 희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혐오에 맞서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고, ‘우리’와 ‘그들’은 

과연 정말로 다른 존재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시는 끝이 납니다.

2층에서는 독일의 여류 화가인 〈케테 콜비츠, “아가, 봄이 왔다”〉 전시가 이어집니다. 노동자와 

하층민의 삶을 대변하던 케테 콜비츠는 1, 2차 세계대전의 격랑기를 전범국가의 국민으로 살아내며 

온몸으로 반전 메시지를 외치던 작가였습니다. “아가, 봄이 왔다”라는 제목은 1차 대전에 참전한 둘째 

아들 페터의 사망 통지서를 받은 후 케테 콜비츠가 남겼던 일기의 한 구절입니다. 독일 군인을 아들로 

둔 케테 콜비츠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것은 당시 피해국가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적인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낸 케테 콜비츠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혐오가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 시대에, 공존의 숨비소리가 흐르는 제주도에서 ‘다른 생각’  

(another point of view) 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티앤씨재단 대표 김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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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균열의 시작  ·

그들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깃털처럼 사뿐히 내려앉아 불안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은 앵무새의 

새빨간 거짓말을 양분 삼아 걷잡을 수 

없는 오해로 자라나 끝내 우리와 그들을 

조각조각 갈라놓습니다.

·  Us and Them  ·

영국 밴드 Pink Floyd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1973) 앨범의 수록곡 “Us and Them”(우리와 그들)을 
테마로 전시는 시작된다. 이 곡의 가사는 대화와 노력 대신 “우리”와 “그들”로 너와 나를 구분 짓고 전쟁으로 이끄는 
증오, 편견, 선동 등을 비판한다. 

이 공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새빨간 앵무새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을 따라 하면서 소문을 옮기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너 그 얘기, 들었어?”라고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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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백  Yongbaek Lee  ·

Broken Mirror_Classic 2011, 2011

Broken Mirror 2011, 2011

Broken Mirror_Classic 2011, 2011

LCD 모니터를 덧댄 커다란 거울에 총알이 관통하는 영상이 급작스럽게 나오며 이 작품을 무심코 바라보던 관람객에게 

예기치 못한 순간을 선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짧은 순간 분위기는 환기되고 관객은 흠 없이 온전한 채로 깨진 거울 

속 균열된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실물로 존재하는 거울에 형태가 없는 영상이 결합하여 낯선 사물이 되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게 한다. 이 작업은 거울이라는 실제 사물이 지닌 물질적 느낌과 가상적 영상을 완전히 하나로 

융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와 가상 사이, 혹은 의식과 꿈 사이의 모호한 경계 에 멈추어 있는 듯한 느낌을 

창출한다. 관람객이 작품 앞에 서는 순간부터 완성되는 작품 「브로큰 미러」는 ‘보이는 것은 모두 존재하는가’ 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다.

‘그 사람들은 모를 테니 피해를 주는 건 아니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소문의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글귀는 흔히 나누는 가벼운 뒷담화에서 시작하여, 대중매체 혹은 권력 
집단까지 발화했던 실제 가짜 뉴스와 소문들이다. 14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문, 뒷담화로 시작했을 특정 
집단에 대한 추측과 선입견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정치적 조작으로까지 확장되어 객관적인 사실인 마냥 발표되었다. 
손가락질부터 민족 청소까지 당한 그들이 혐오 집단이 된 이유는 성별, 문화, 종교, 피부색, 신념, 성적 지향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들에 대한 소문에는 패턴이 있다. 그들은 병을 옮기거나, 게으르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한 존재여서 
우리의 안전과 신념을 위협한다는 공포와 사명감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이런 소문들을 보기 위해 구멍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동작은, 관음증과 같은 감정을 재현한다. 게다가 구멍의 끝에는 
볼록렌즈가 들어 있어서 글자의 크기를 과장하거나 왜곡시키기도 한다.

[글귀 주요 출처]    최은창(2020), 《 가짜 뉴스의 고고학 》 , 동아시아
       실비아 페데리치 저, 황성원·김민철 역(2011), 《 캘리번과 마녀 》, 갈무리 등 발췌 후 각색

·  소문의 벽  The Wall of Rumors  ·



5. 비뚤어진 공감

5. 패닉부스

6. 쿠와쿠보 료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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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Seonglib  ·

익명의 초상들, 2020 

웹과 앨범들에서 수집한 눈, 코와 입을 무작위로 조합해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진다. 어떠한 배경도, 정보도 없는 이 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진실일 것인가?  
편견과 오해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익명의 장면들, 2012–2020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만나는 익명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드로잉 작품이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나와 똑같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는 존재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

스치는 익명의 사람들, 2020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스친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없다. 단지 익명으로서 부딪히는 나와 
사람들에겐 허망함이 공존한다.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익명의 누군가’가 된다.

두 번째: 왜곡의 심연  ·

수군거림은 점점 어두운 어딘가로 당신과 

나를 데려가려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며 귓가에 재잘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새 다다른 그곳은 

모든 것이 뒤틀린 세상,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너와 나를 집어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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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뚤어진 공감  Perverse Empathy  ·

우리는 역사적인 혐오 사건들 속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그 가해를 가능하게 한 
군중들의 공감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가짜뉴스의 선동이나 광기어린 군중 심리의 원리에는 수많은 
대중의 공감대가 존재한다.

벽에 다가가면 커지는 나의 그림자를 따라 채워지는 글자들은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의 혐오 발언 
(hate speech) 참고 문헌에서 수집한 글들이다. 내가 속한 집단의 피해에 과잉 공감할 때 자연스럽게 타 집단에 대한 
배척과 혐오 감정이 커진다. 이러한 혐오 감정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믿고,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정의감과 연대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는  
대부분의 경우, 가짜 소문을 먹고 자라게 된다.

한 소수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의 소리가 경계되지 않고, 점점 커져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비뚤어진 공감대는 극단적인 패닉을 불러온다.

[글귀 주요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Propaganda_in_Nazi_Germany 
       https://www.adl.org/education/references/hate-symbols 
       https://ja.wikipedia.org/wiki/日本のヘイトスピ〡チ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상대 집단을 향한 편견과 증오를 경계하지 않을 때 인류는 테러와 전쟁, 대규모 학살과 같은 
비극을 직면하였다. 거울로 뒤덮인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인류사 속에 반복되는 폭력화된 혐오가 진폭 넓게 진동한다. 
이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경제를 허물어뜨리고 지금 한복판에 서 있는 나를 마주 보게 한다. 이 순간에도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있는 현대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  패닉부스  Panic Booth  ·



7. 권용주 작가8. 최수진 작가9. 장샤오강 작가10. 달의 어두운 면11. 강애란 작가

12. 진기종 작가

1514

·  쿠와쿠보 료타  Ryota Kuwakubo  ·

LOST#13, 2020

어두운 공간에서 일상 속 소소한 물건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기차의 조명을 통해 벽에 확장된다.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거대하게 과장된 이미지들은 보는 이의 추억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오해와 편견은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대상을, 끝없이 위협적인 존재로 왜곡시킬 수 있다.

쿠와쿠보 료타 작가의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시리즈 작업을 통해, 관객들은 각자의 추억과 기억에 따라 저마다 다른 
장면을 연상하고 상념에 잠기게 된다.

세 번째: 혐오의 파편  ·

어둠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파편들을 

어루만져 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만들 세상을 꿈꿔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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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주  Yongju Kwon  ·

두 사람 ‒ El Lissitzky, “USSR Russische Ausstellung”, 1929, 2020

〈두 사람〉은 엘 리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가 디자인한 소련 홍보 전시 포스터 USSR Russische 
Ausstellung (1929)을 차용한 작품이다. 입을 공유한 사람들은 다정한 이웃처럼 웃고 있지만, 획일화된 사상을 
강요하고 다름이나 개성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다.

익명, 2020

〈익명〉은 키가 140cm 정도 되는 열 살 남짓 되는 아이의 모습이다. 얼굴이 천으로 덮어지고, 파이프와 전선 등의 실제 
도심 폐기물 더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아이를 표현하고 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2020  |  매달린 사람들, 2020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과 〈매달린 사람들〉은 20세기 초반 동독 아방가르드 작가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1891‒1968)의 Dangerous Dining Companions (1930)와 같은 독재와 선동을 비판하는 풍자 포스터 작업을 
차용한 작품들이다. 신체의 일부가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될 정도로 혐오에 선동당한 피해자들이자, 공장에서 혐오를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자신도 혐오를 발화하는 가해자가 돼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작품들의 사람들은 감각 
기관들이 사물들로 대체되거나 변형되어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다. 신체의 일부마저 선동된 그들은 피해자로 보이지만 
인간 실물과 거의 동등한 크기의 입체감으로 관객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만 같다.

·  최수진  Sujin Choi  ·

벌레 먹은 숲 Worm-eaten Drawings, 2020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우거진 숲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벌레에 갉아 먹혀 제각각 슬픈 상처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숲을 
갉아 먹은 벌레들은 어디에 있을까. 

제노사이드의 단계 중에는 혐오의 언어가 창궐하는 단계가 있다. 이때에는 인간을 쥐, 뱀, 벌레 등으로 비인간화해서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도 요즘 많은 이들이 입에 자주 올리는 ‘ㅇㅇ충’들이 있다. 벌레들과 같이 뛰어난 
번식력과 파급력을 자랑하는 ‘ㅇㅇ충’은 주로 특정 직업, 성별, 연령대, 행동 등을 비하하는 접미사로 활용된다. 
작가는 서로를 벌레라 부르게 된, 벌레에게 갉아 먹힌 슬픈 사람들의 자화상을 표현하였다. 우리는 서로 수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아주 작은 차이점에 주목해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주위에 흩어져 있는 상처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숲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치 상처가 다시 메꾸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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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샤오강  Zhang Xiaogang  ·

기억의 서랍, 2021 

중국의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서구 모더니즘을 적극 수용하여 격동의 시대를 산 중국인과 중국사회의 자화상을 표현한 
장샤오강 작가의 작품이다.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서랍장 안에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60년대까지의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사진, 
편지 등 기억의 조각들이 담겨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무력하게 존재하는 개인의 시간과 기억을 
나타낸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사진들을 통해, 개개인의 삶에 새겨진 고통과 비극이 더 극명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혐오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곤 한다.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혐오에 희생되었고,  
이 잊혀진 차별과 혐오 사건들은 한 개인에, 그리고 문화에 녹아들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 이 압도하는 
크기의 서랍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는 개인적 혐오의 사건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  달의 어두운 면  The Dark Side of the Moon  ·

이 방에는 소문의 벽 안의 주인공들의 최후에 관한 데이터들이 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극대치를 
보여준 마녀사냥, 홀로코스트, 르완다 대학살, 보스니아 인종 청소, 제주 4.3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이제 
많이 알려진 역사 속 진실들은 인간이 절대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본보기로 남아 있지만, 또 금방 잊히기 일쑤이다. 
그 처참한 사건들에서 희생된 자들은 통계 수치로밖에 남아있지 않거나, 아직도 규명되지 않아 데이터상 존재하지 
않은 자들도 많다.

이 방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소수의 사건들만 발췌되어 있지만,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혐오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지구 곳곳에 모래알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무기의 발달로 인류가 갖게 된 파괴력을 생각해볼 때 우리와 그들을 끝없이 나누는 작은 집단 정체성에서 벗어나 
포용과 공존을 향한 보편적 인류애를 생각해야 할 시대이다.

QR 코드를 스캔하여 달의 어두운 면 텍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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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애란  Airan Kang  ·

숙고의 방, 2021 

숙고의 방 안에는 열지 못하지만 스스로 빛나는 책들이 가득 차 있다. 이 책들은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즈먼드 투투, 로자 파크스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위인부터 실제 혐오에 맞서 싸운 이름 없는 의인들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특히 홀로코스트 당시 가족 모두 사형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가면서도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열방의 의인들도 만나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은 모두 이들과 같은 용기 있는 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책에 담긴 지식이 영원하듯이 이들의 업적은 깜깜한 밤하늘을 밝혀주는 별이 되었다.

·  진기종  Kijong Jin  ·

우리와 그들, 2019

우리와 그들, 이 공간에는 세 개의 묵주를 들고 서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손들이 공존한다. 각 묵주는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믿는 3대 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를 상징한다. 천주교의 묵주, 불교의 염주, 이슬람의 미스바하가 
서로 마주하는 공간에서 합장하는 손과 드리워진 빛, 그리고 구슬의 조화로움을 통해 조형적인 경건함과 평화로움이 
엿보인다.

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매개로서 묵주라는 형태와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은 종교를 넘어 모두 동일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적하는 지점인 종교의 상징물을 통해 전시의 주제인 ‘우리와 그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사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진, 모두 같은 존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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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란 작가는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의 다마미술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작가는 
아르코 미술관, 세비아 비엔날레, 독일의 ZKM 등  
해외 유수의 미술관, 비엔날레 등에 초청되어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선보였다. 또한 일본의 
마치다 판화 미술관, 반지 조각정원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주요 기관에 
작품들이 소장되며 현재 국제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권용주 작가는 조각/설치 작가로 〈열 장의 이야기 
다섯 편의 시〉, 〈리듬풍경〉, 〈상상된 경계들〉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캐스팅〉, 〈Tying〉, 

〈석부작〉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도심 속 
폐기물을 통해 현대사회의 풍경을 그려내는 
작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견한 이미지들을 오려 재배치한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사회비판을 전개했던 독일 태생의 예술가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1891-1968)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입체 조각을 선보인다.

·  권용주  Yongju Kwon  ··  강애란  Airan Kang  ·

이용백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에서 회화와 조각을 
연구하였다. 〈베니스 비엔날레〉, 〈모스크바 
비엔날레〉, 〈난징 국제 예술제〉, 〈코리안 아이 
2020〉, 〈Canema: The Mood Mosaic〉 등 다수의 
국제 비엔날레와 해외 전시를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며 미디어 아트의 리더라 불리는 
작가는 실제 사물이 지닌 물질적 느낌과 가상적 
영상을 완전히 하나로 융합시키는 작업을 통해 
실제와 가상 사이, 혹은 의식과 꿈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멈추어 있는 듯한 느낌을 창출한다.

성립작가는 〈흩어진 파편들〉, 〈작-업으로서의: 
드로잉〉 등의 개인전과 〈BOOK+IMAGE7: 
before reading〉, 〈GRIMDOSI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성립의 작업은 반복된 
선으로 완성된다. 종이 위 드로잉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늘 새로운 매체의 사용을 지향한다는 
작가의 드로잉은 이문열의〈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전경린의 〈이중 연인〉, 신원영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등의 종이책 일러스트 작업뿐 
아니라 프라다, 이도 도자기, 데상트 등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스틸, 도자, 패브릭 등의 색다른 재료에 
입혀지며 매체의 경계를 넘어선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흥미가 있다고 말하는 그의 
드로잉은 아무도 재현하지 않는 동시에 누구든지 
가리킬 수 있다.

·  이용백  Yongbaek Lee  ··  성립  Seonglib  ·

참여작가 참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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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종 작가는 동시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믿기 
힘든 사건들 또는 정치, 사회, 종교적 문제로 
인한갈등과 의문의 현상들을 제3자의 중립적 
시각으로 관조한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을 작품에 
대입하는 방식은 ‘21세기 박제화’라는 개념의 
공식으로 다중 매체를 통해 여러 이슈들을 
관찰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전개해 왔다.  
작품 속 작가적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 지각의 오류가 발생시키는 
실재판단의 오류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지구상에서 
일어났었고,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에 대한 청사진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장샤오강 작가는 1958년 정부 관료인 부모님 
사이에서 중국 원난성 쿤밍시에서 태어났다. 
장샤오강의 어머니는 그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림을 
추천했다. 1977년 장샤오강은 스촨미술대학 
유화과에 입학하였고 그곳은 1978년 그가 유화에 
대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곳이다. 1992년 
그는 중국 문화 정체성을 얻기 위해 독일 여행을 
하였다. 귀국 후 그는 그림을 통하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중국 역사를 동시에 
탐구하고 재활성화시키는데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일 여행 중 Gerhard Richter의 사진을 
토대로 한 회화에 강한 감명을 받은 장샤오강은 
귀국 후 ‘중국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낡은 가족사진을 사용하였다. 최근 장샤오강은 
왕광이, 위에민준, 팡리쥔과 함께 ‘차이나 
아방가르드’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이 처한 시대의 정치적 무력감을 
허무와 냉소적인 코드로 풍자한다.

·  장샤오강  Zhang Xiaogang  ··  진기종  Kijong Zin  ·

쿠와쿠보 료타 작가는 쓰쿠바 대학에서 현대 
미술을 전공한 후 1998년부터 전기를 사용한 
작품 제작 활동을 시작했다. 작가는 전자기기부터 
인터랙티브 설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들며 디지털 및 아날로그, 인간과 기계,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 등 다양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클로즈업하는 작품으로 일명 ‘디바이스 
아트’라 불리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예술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2010년 발표한 “10번째 감상(점, 선, 면)”과 같이 
보는 사람 자신이 내면에서 경험을 쏟아내는  
것 같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수진 작가는 〈호기심, 구름, 단어〉, 〈Lumpy 
Bumpy Ground〉, 〈모서리 산책, 무지개 숨〉, 

〈무지개 숨 제작소〉등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고, OCI 미술관, 타이베이 
관두미술관, 베이징 아트미아재단 레지던시의 입주 
작가로 활용하였다. 여행이나 산책에서 마주친 
장소와 사물의 사진을 바탕으로 회화적 공간을 
만들고 누적된 감각, 기억, 체험, 환상들을 매칭해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왔다. 최근에는 회화 작업을 
다루는 과정을 무수하게 분해하고 그 찰나들을 
의인화하여 다른 제작의 상황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에서는 
식물과 사람의 형상이 뒤엉켜 있는 드로잉 조각  
“벌레 먹은 숲”을 선보인다.

·  쿠와쿠보 료타  Ryota Kuwakubo  ··  최수진  Sujin Choi  ·

참여작가 참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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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영혼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시대를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

·  2층 전시 — 케테 콜비츠, “아가, 봄이 왔다”  ·

본 전시는 아트미아 재단 소장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케테 콜비츠, “아가, 봄이 왔다”〉는 소외된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며 사회적 불의, 전쟁,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에 맞섰던 케테 콜비츠의 판화 32점과 조각 1점, 총 3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주제에 따라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오랜 독백’은 예술가이자 여성,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 케테콜비츠 자신의 모습을 담담한 시선으로 묘사한 자화상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세상에 건네는 위로’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등장하는 작품들을 통해 모셩에 대한 케테 콜비츠 특유의 포근하고 따뜻한 시선을 만나볼  
수 있다. 세 번째 ‘총칼의 파국’은 전쟁으로 아들과 손자를 잃어야 했던 케테 콜비츠의 비통함과 전쟁의 참극이 불러온 
슬픔과 절망을 다룬 〈전쟁〉 연작 전체를 선보인다. 네 번째 ‘죽음과의 조우’는 케테 콜비츠 인생에 커다란 축으로 
작용한 죽음을 주제로 연민과 초연함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억압 속의 외침’은 사회 제도에서 
박탈된 하층민과 노동자층을 주제로 한두 개의 연장, 〈직조공의 봉기〉 연작 전체와 〈농민전쟁〉 연작 일부를 
감상할 수 있다.

전 생애에 걸쳐 부조리와 불평등이 없는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진솔한 활동을 했던 케테 콜비츠의 작품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과 시대를 연대하고 공감한다. 가슴에 묻은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한 통의 편지와도 같은 전시  

〈케테 콜비츠, “아가, 봄이 왔다”〉를 통해 혐오와 차별로 물든 이 시대를 위로하고자 한다.

[상영 영상]    티앤씨재단 김영민(2021),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위하여 ‒ 케테 콜비츠의 피에타》
     Ron Orders & Norbert Bunge(1982), 《Portrait of the German Artist of Expressionism》
     Anne Roerkohl dokumentARfilm GmbH(2014), 《Artist and War ‒ Kathe Kollwitz, First World Wa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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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욱 대표, 프레인 여준영 대표, 9와 3/4 유민영 대표, 청암장학회 유정준 이사장, 고려대 이관영 교수,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이종범 웹툰 작가,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 아쇼카코리아 이혜영 대표, 
바른 아이 임종진 작가, 서울대 장대익 교수, 루트임팩트 정경선 COO, KAIST 정재승 교수, 정혜신-이명수 치유자, 
ABC뉴스 조주희 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홍석천 배우, 황수경 아나운서, Caroline Waddell 
Koehler Photo Archivist of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Mary Gordon Founder & 
President of Roots of Empathy, Ruth A. Shapiro Co-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 CAPS

오디오 도슨트

WayV 샤오쥔, 배우 유태오, 에스파 지젤

Special Thanks toAppendix 작품 리스트
Us and Them

소문의 벽
The Wall of Rumors

Broken Mirror_Classic 2011

Broken Mirror 2011

Broken Mirror_Classic 2011

익명의 장면들
scenes

익명의 초상들
not anyone

스치는 익명의 사람들
people I don’t remember

비뚤어진 공감
Perverse Empathy

패닉부스
Panic Booth

LOST#13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People Climbing Stairs

매달린 사람들
Hanging People

익명
Anonymous

두 사람 ‒ El Lissitzky, “USSR 
Russische Ausstellung”, 1929
Two People ‒ El Lissitzky, 
“USSR Russische Ausstellung”

벌레 먹은 숲 
Worm-eaten Drawings

기억의 서랍
Drawer of Memories

달의 어두운면
The Dark Side of the Moon

숙고의 방
The Room of Reflection

우리와 그들
Us and Them

김희영
Chloe Kim

T&C 재단
T&C Foundation

이용백 
Yongbaek Lee

이용백 
Yongbaek Lee

이용백 
Yongbaek Lee

성립 
Seonglib

성립 
Seonglib

성립 
Seonglib

김희영 
Chloe Kim

김희영 
Chloe Kim

쿠와쿠보 료타 
Ryota Kuwakubo

권용주 
Youngju Kwon

권용주 
Youngju Kwon

권용주 
Youngju Kwon

권용주 
Youngju Kwon

최수진 
Sujin Choi

장샤오강 
Zhang Xiaogang

T&C 재단 
T&C Foundation

강애란 
Airan Kang

진기종 
Kijong Zin

2021

2020

2011

2011

2011

2012－ 
2020

2020

2020

2021

2021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2021

2021

2021

2019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270×777×867 cm

80×117×7 cm

156×136×9 cm

80×123×6 cm

29.7×21 cm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250×570×570 cm 
(variable)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145×75×60 cm

57×50×27 cm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331×520×80.8 cm

330×672 cm,  
330×672 cm

가변 크기  
dimensions variable

손 65×58×40 cm 
손 94×61×38 cm 
손 98×56×45 cm 

금속프레임, 원웨이 미러, 거울, led조명,  
컬러mdf

볼록렌즈, pvc파이프, led 조명

41인치 모니터, 거울, 맥미니, 스테레오 스피커

42인치 모니터, 거울, 맥미니, 스테레오 스피커

41인치 모니터, 거울, 맥미니, 스테레오 스피커

종이에 연필

종이에 연필

애니메이션

모션센서, 프로젝터

스크린, 거울, 미러솔

일상용품, LED, 기차 모형

마네킨 위에 옷, 스티로폼, 포장천막, 
우레탄폼, FRP 캐스팅

마네킨 위에 옷, 스티로폼, 포장천막, 오브제, 
우레탄폼, 아크릴 도색

마네킨 위에 옷, 스티로폼, 포장천막, 오브제, 
우레탄폼, 아크릴 도색

점토, FRP 캐스팅

철판 위 반광 도장 마감

시멘트 보드

시트 레터링

플라스틱, LED

미송, 레진
옥, 레진
크리스탈,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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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V는 Another Point of View의 약자로,  
동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는 티앤씨재단의 브랜드입니다.

티앤씨재단은 APoV 브랜드와 함께 컨퍼런스, 전시, 출판,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공감사회를 향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2020년 〈BIAS, BY US〉 컨퍼런스 2020년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전시

포도뮤지엄은 미래의 가치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지구의 생태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다름을 포용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는 장, 모두의 뮤지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포도뮤지엄 소개 APoV 소개



주최 / 기획  ･  티앤씨재단
공동주관  ･  티앤씨재단   |   엔아이에이컴퍼니
전시 기획총괄  ･  김희영
포도뮤지엄 운영총괄  ･  민은주
전시기간  ･  2021년 4월 24일 (토) ‒ 2022년 3월 7일 (월)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후 5시 30분 입장마감, 매주 화요일 휴무)
티켓예매  ･  온라인 예약 / 네이버 예약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전시문의  ･  Tel. + 82 ‒ (0)64 ‒ 794 ‒ 5115   |   info@podomuseum.com
홈페이지  ･  tncfoundation.org   |   podomuseum.com

본 책자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친환경 재생지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