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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우 | KIM SEUNGWOO

조두영 | CHO DOOYOUNG

이이남 | LEE LEENAM 

이태수 | LEE TAESOO

이호진 | LEE HOJIN

한   호 | HAN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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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시는 『2020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재)김포문화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전시로, 지역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

민의 전시 관람 활성화를 통하여 시각예술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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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된 기억(inherited memory) -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한   

민족 또는 시민들이 겪었던 전쟁, 차별, 단절의 역사적 사건들 - 은 상처가    

새겨진 기억, 트라우마(trauma)로 남아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까지 전이된다.

     일제 강점기, 해방 공간의 좌우대립, 이어지는 전쟁과 분단의 경험은 

한반도에 트라우마로 새겨져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활동에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특별히, 한강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는      

한국 전쟁과 분단 이후, 삶의 공간이자 역동의 공간이었던 ‘강을 잃어버린’ 

기억을 상속하고 있다. 

     우리의 현대사는 상속된 기억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광장과 국경:선

(Border)’ 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뉜다. 민주주의를 키우고 지켜 내었던 

광장의 기억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국경:선(Border)’은 과거에 멈추어

여전히 공간을 남북으로 구분하며, 우리의 삶과 시민의 지향을 구분하고 

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구분하고, 육지와 강, 바다에 걸쳐 동서로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은 우리 땅에 여전히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은 내륙을 DMZ로 구분하며 경계를 완전히 

구분하였지만, 육상과 달리 한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남북이 물길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곳, 김포의 한강 하구는 민간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자유항행구역(Free  Sh ipp ing  Area )  – 

정전협정문 제1조 5항.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과 다른 

한쪽의 강 기슭이 각각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 으로 두고 상호 통행을 약속하였다. 

     2018년 남북간 합의에 의하여 새롭게 규정된 한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을 70년 미답의 공간에서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다시 우리의 

기억과 활동을 복원할 수 있을까? 민간의 항행이 약속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물길 Free Zone, 물의 국경선에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속된 

기억’ 에 대하여, 작가들의 선을 넘나드는 시선과 표현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강을 잃어 버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과 도시의 트라우마를 

딛 고  ‘ 잃 어  버 린  강 으 로 의  접 근  –  시 민 들 의  활 동 과  상 상 력 의 

복원, 경계 없는 도시의 가능성’ 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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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가 (先報歌, Sunboga)
패브릭 위에 디지털 프린팅, 멀티 채널 루프 미디어, 슬라이드 필름 영사기와 

프로젝션 미디어, 설치, 2020

선보가(先報歌), ‘미리 전하는 노래’라는 의미의 이 작품은 사진과 영상 

매체를 이용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아카이브를 

해 온 자료들을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사회로부터 발생되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재조명하는 교차점에서 두 작가가 공명하여 

<June 25th 1950>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함께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하여 참전용사가 내재한 감정, 가치관(때로는 트라우마)이 

고착되고 변이되는 과정과 결과의 추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선보가(先報歌)>는 참전용사들이 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자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소개

김승우는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티쉬미대(Tisch School 

of the Arts)에서 사진을 전공하여 사진매체와 설치미술을 작업해왔다. 

인간의 선과 악에 주제를 두고 양극의 분별이 없는 상태, 매일 끊임없이 

충돌하는 미시적 관념들을 좇아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조두영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영상제작자로 뉴욕의 SVA(School of 

Visual Arts)에서 소설 다큐멘터리 연출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및 영상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주로 거시적 역사의 흐름 또는 사회적 

변화가 미시적 개인의 삶과 인생에 어떤 상흔을 남기는 지를 주제로 

작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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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는 빛-기억과 치유 

(Reborn Light-Memory and Healing) 
빔 프로젝터, 가변설치, 20min, 2020

어둠 속의 공허한 공간은 상처받은 인간과 어두운 역사를 상징한다. 

전쟁 폭력의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상황을 빛을 통해 치유한다. 시공간에 떠오른 돌은 이름 없이 

사라진 피해자들을 상징하며 바람과 함께 부서진다. 역사와 국가로부터 

외면 받고 기억되지 못하였던 이름들은 빛을 통하여 다시 기억되며, 빛과 

어둠의 경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빛의 파열음은 상처받은 영혼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한다.

작가소개

조선대학교 조소과와 순수미술 석사를 마친 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올해의 미술가상 대상과 올해의 청년

작가상을 동시에 수상하고 수많은 국내 미술상을 휩쓸며 백남준의 뒤를 

잇는 미디어아티스트로 주목 받아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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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on the edge
혼합매체, 가변설치, 2020

<Stone on the edge>는 강의 기억을 잃어버린 ‘Free Zone’, 강의 양쪽 

경계에 대한 재해석이다. 두 개의 철판이 사람 인(人)자처럼 기대어 

벽을 이루는 형태는 날카로운 긴장감을 유지하며 무용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벽 안쪽 공간은 ‘Free Zone’이라는 시간의 층위에서 

무력하게 멈추어진 진공의 상태를 드러낸다.  서로가 공유하고 

있지만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의 벽 위로 아슬아슬하게 설치 된 

돌은 자신의 무게를 속인다. 그렇게 돌은 서로가 기대어 있으면서도 

경계하는 남과 북의 화두, 역사와 정치의 알레고리를 함의하고 

있다.  <Stone on the edge>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남북 관계의 

담론과 긴장, ‘Free Zone’이 가지는 시간의 적층과 공간의 부재를 

드러내며 경계의 무의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 현재의 

사회를 담고 있다.  

작가소개

이태수는 설치작가로서 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물성의 차이를 통한 

감각의 치환에 주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세종시 정부청사 , 광명역 , 

부영주택 남양주 , 춘천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 대전 , 세종시 , 

국립무형유산원 등에 작품이 설치되었고 , 현재 전업작가이자 현대공간

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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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mited Thought
혼합매체, 가변설치, 2020

현시대의 불안정한 정세와 정치적인 대립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제한적이지 않은 장소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DMZ, Free Zone, NLL 

같은 공동지역이나 경계 지역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최근의 비대면 

상황과 활동의 새로운 양상은 물리적인 지역성이 이념을 떠나 사고나 

정보의 접근을 통하여 새롭게 나누어 지는 새로운 경계의 시대가 등장

하였다.  <제한이 없는 사고(Unlimited Thought)> 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도시 환경과 지리학적 조건이 새로운 관점과 

해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작품이다. 지역적인 데이터, 지리적 모습, 

역사성 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추상의 모습과 강물과 바다, 육지의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색채와 형상을 가진 이미지와 특정 오브제들이 

조합된 시각화된 시공간 속에서 경계와 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느낌과 방식으로, 자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작가소개

이호진 작가는 초창기에 자기적인 표현이 강한 추상회화작품에서 사회와 

심리적 요인들을 다룬 메시지 있는 대형 평면 작업과 설치 작업을 거쳐 

최근 다시 시각적인 요소들의 조합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작업을 이어

가고있다. 이는 그간의 도시공간 속의 경험과 건축적인 구조물, 인물들의 

모습 등을 재조합하여 흥미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와 공간을 

창출해낸다. 추상적 풍경과 인물의 표현은 작가가 추구하는 실험적 

이미지와 그의 이야기의 소통을 위한 지점을 만들어 내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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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최후의 만찬 
(Eternal Light -21c Last Supper) 

캔버스 위에 한지와 오일페인팅, 수묵기법, 목탄기법, 사운드 인터렉티브 

LED, 1400x300x100cm, 2017

Sound interactive collaboration_ LCL AI Art Crew

500년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다시 21세기 최후의 만찬으로 재구성

하였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각 등장 인물들은 다빈치가 의도한 예수와 

12제자로 만찬 속에 드리워진 희망과 절규, 배신, 외면 등의 심리적인 

묘사를 빛을 이용한 미디어 회화로 표현하였다. 천국의 구름 속에 만찬의 

모습이 천상인지 원자 폭탄의 핵 구름인지를 분간하기 힘들어 보인다. 

마치 살찐 참치처럼 원자 폭탄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 식탁 위에서는 

엄청난 전쟁 무기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위협하고 있다. 

작품은 ‘우리는 희극 속에서 살고 있는가? 비극 속에서 살고 있는가?  

희망은 어느 편에 존재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소개

한호는 뉴미디어 작가이면서 미디어회화와 설치 퍼포먼스를 하는 

작가로서 빛을 통한 시간과 공간 시대의 시사적인 현상까지도 접근한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서 ‘ETERNAL LIGHT’ 라는 주제로 

위안부의 내용을 담은 한국사의 비극을 빛을 통한 치유의 언어로 

담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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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_Free Zone 

빔프로젝터, 가변설치, 2020

<Face_Free Zone>은 지역이 품고 있는 감정을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작품이다. 이 작업은 감성 근거의 대상을 선정하고 

인공 지능을 통하여 학습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학습된 인공 지능은 

수 많은 SNS를 분석하여 이를 감정으로 변화시키고, 실시간으로 화면의 

얼굴에 표정으로 드러낸다. <Face_Free Zone>은 남북의 경계를 넘나든 

새터민을 감성 근거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공 지능을 학습시켜 

진행하였다. 이번 작품은 SNS에서 남북관계, 한강, 프리존, 김포 등의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여, 지역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표정으로 보여준다. 

경계를 비추다 
(Shine light on the boundary)

빔프로젝터, 혼합매체, 가변설치, 2020

Floworks의 <경계를 비추다>는 남북 분단의 경계에 놓인 구조적 

현상들을 조명한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수집한 남북한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텍스트들은 질서 없이 무작위로 아날로그 매체의 형태로 

공간에 놓인다. 이를 다시 디지털 매체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고 

나열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발췌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존의 무질서 속에 있던 텍스트들은 작가의 임의적 개입을 통해 

맥락을 찾아간다. 이렇게 대비되는 매체들의 상호 교차는 경계 

속에 놓인 우리의 관계를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작가소개

F lowork s (이재형,  이예원)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그룹으로 

프로젝션 맵핑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전문으로 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AI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Floworks만의 작업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실험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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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우 KIM SEUNGWOO 

2019 《행진; 行進; Women’s March》, 김포아트홀, 김포시

2019 《1IN3:SEXUAL VIOLENCE PANDEMIC》, Glendale Los 

         Angeles, U.S.

2018 《평창: Peace Over Window》, 평창미디어아트프로젝트, 평창군, 한국

조두영 CHO DOOYOUNG

2020 다큐멘터리 <Unraveling Family> 제작 중

2014 중미합작 다큐멘터리 <Little Stories in Shanggan> 촬영

2013 중미합작 다큐멘터리 <Ghost City> 촬영

2013 단편 에세이 필름 <Father’s Song> 제작

이이남 LEE LEENAM

2019 《Film & Arts, 뿌리들의 일어섬》, 스타시네마, 테이트모던, 런던

2018 4.27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판문점 평화의 집, 경기도 파주 

2018 《백남준 · 이이남 미디어아트》, 카이스트, 대전

이태수 Lee Tae Soo

2020 갤러리 LAAB 개관전 

2020 쿤스트원 갤러리 개인전 

        춘천 MBC 《2019 한국현대조각초대전》

        독일 초이앤라거 갤러리 3인전 《Monument to Monument》전 

2018 국제조각페스타 대상 

이호진 LEE HOJIN

2020 《Allzumenshliches》, Das Robert koch Institut, Berlin

2019 《EXISTENCE_SIGHT》, Mid Hudson Heritage Center, New York

2019 《Peace Platform installation》, DMZ Camp Greaves, Paju Korea

주
 요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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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HAN HO

2018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국제비엔날레》, 타시켄트

2018  《Chaos & Silence》, Lucca Biennale, 루카 

2018  《Paper Moon》, 그리스 크레타현대미술관, 크레타

2015  베니스 비엔날레 《개인적인 구축물》, 팔라조벰보, 베니스, 이탈리아

FLOWORKS

2019 《Bending Matrix》, 달마시안, 고양시

2019 《White Magic City 치유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 《산업미디어아트쇼》, 서울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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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 버린 도시 전

2020.09.08(Tue) ~ 11.22(Sun)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재)김포문화재단

주소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문의 031-996-7344

www.gcf.or.kr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김포문화재단 

주관 : (재)김포문화재단, SR커뮤니케이션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기획 및 운영 : 박정현, 김승호 (전시기획팀)

전시기획 : 전혜연 (SR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최소현 (전시기획팀)

디자인 : 이경민 (므와디자인) 

전시영상, 사진 : 기노영상제작소

본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규정인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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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展 전시해설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 

전시장과 인스타그램에서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展 전시해

설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접해보세요. 

1회차  10월 14일  <이이남 작가>편 

2회차  10월 21일  <김승우, 조두영 작가>편 

3회차  10월 28일  <이호진 작가> 편 

4회차  11월   4일  <이태수 작가> 편 

5회차  11월 11일  <이재형 작가> 편 

6회차  11월 18일  <한 호 작가> 편

     김포문화재단    

     gimpo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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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전시관람 및 작품 안내 예약은 (재)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QR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