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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가 왜 우주가 무엇이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내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기이하고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교체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존재해온 것이다. 
 

— 더글라스 애덤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중에서

Answer to 
the ‘Ultimate’ Question 

about Being Artists 



6

7

전
시

 서
문

어떤 순간에는 단체로 한 목소리가 되기도 했고 어떤 순간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아티스트 피는 이러한 질문에 

중요한 열쇠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들 중에는 아티스트 

피의 각종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주는 이도 있었다. 

우리의 궁핍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을 때 (굳이 누가 누구보다 더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연 궁핍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정말 궁핍한 것인지 정말 맥이 빠지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가도 있었다. 그리고 아예 그러한 부족의 상태가 작가들로 하여금 

일반인들과는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보다 더 꾸준하게 자신만의 목적을 지니고 삶을 꾸려간다는 

‘작가적인’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물론 자긍심이 

‘경제적인 생존’이라는 문제를 뛰어넘게는 해주지 못하지만 그 또한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시의 구성원들

과연 궁핍한가? 무엇 때문에 궁핍한가? 혹은 궁핍한 삶이 문제일까? 

위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제기되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를 반복하였다. 아무래도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복잡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보려는 입장인 데다가 특정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기획자와 그룹 

전에 참가한 작가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하기는 한데 답을 찾기에는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참여 작가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국내 

미술계에서 타자라고 여겨질 만한 위치에 놓인 작가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 몫을 하였다.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작가들은 얼핏 잉여, 생존의 

단어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들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덜 타자적인 

위치란 투명하게 그들의 경제적인 자립도를 산술화해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에게 생존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정서적, 미학적인 복합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라면 미술관의 

그룹 전에 빈번히 포함되고 있는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작가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외 주요 레지던시를 거치고 국내 미술계의 젊은 작가 

우대정책의 수혜를 본 이들이 다시금 생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세대들이 

해주지 못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단체행동을 하기에는 

윗세대에 비해서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지만 그들이 받은 많은 

혜택만큼이나 한국 미술계의 곳곳을 경험한 이들이 작가 생존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초반의 작가들은 세컨드 

잡을 뛰거나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기도 한다. 이들은 

세컨드 잡이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오히려 세컨드 

잡을 통하여 예술적 소재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석연치만은 않다. 혜택을 받은 만큼 더 많이 불려 다니면서 

이들은 미술계의 비평적 기준들이 매우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국제교류나 혹은 미술과 과학의 융합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작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할까? 작가 

스스로가 자립하도록 애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기관이 공정하게 

심사하면 해결될까? 사회가 예술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해결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이 더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술가의 성공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

위의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질문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답변이란 애초에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이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고 심지어 

관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시대에도 예술이 지닌 실험적인 가치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직도 낯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상적인 

예술적 가치를 특정한 경제적 가치로, 사회적 존재감으로 환원시키는 

일이 작가들에게 어떤 때는 버겁고, 어떤 때는 치사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에게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전시 서문의 제목을 ‘예술가가 된다는 것과 연관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Answer to the Ultimate Question about Being 

Artists)’이라고 붙였다. 이 문구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에서 따온 것이다. 지구의 

마지막 생존자인 주인공은 은하수를 여행하던 중 자신이 지구에서 실험의 

대상 정도로만 간주하였던 쥐가 만든 컴퓨터로부터 ‛우주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게 된다. 쥐는 10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Deep 

Thoughts”라고 불리는 컴퓨터에 입력시켰고 우주, 삶, 그리고 과학의 모든 

열쇠를 풀어줄 해답을 42로 규정하였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블랙 코미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황당한 것만은 아니다. 일단 42라는 숫자도 웃기지만 그 

답이 틀렸다고 반증할 만한 방법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황당한 질문에 황당한 

답변이 나왔다고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어차피 증명될 수는 없지만 히치하이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질문이었기에 그 질문 자체를 던져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질문들을 던져야 할까?

전시의 발단

전시는 2013년 7월에 기획자가 우연히 작가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자세히 

물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점차로 기획자는 작가들의 삶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궁금증을 지니게 되었고 작가들의 삶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이 대화들을 전시, 기록, 책 등의 방법으로 보다 넓은 관객들과 

소통할 방법을 궁리하게 되었다. 물론 작가들에게 생존, 삶, 궁핍, 

그러면서 버텨나가기 등의 문제를 묻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획자나 비평가들에게도 

생존의 문제는 똑같이 절실하다.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지난 8개월(기금이 결정된 시기부터)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는 뻔한 것들도 있었고 좀 특이한 것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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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예술가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질문에는 언제나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 애덤스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예 질문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질문을 던지는 이를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주어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동일한 질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더 없는 관용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작가 개개인의 유사하면서도 다른 삶의 모습들과 입장들이 특정한 정책, 

미술계 내부의 권력, 그리고 선입관들에 의하여 희석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하게 투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얄팍한 미술계의 권력이 되고 있음을 기금신청을 할 때나 미술관 전시를 

돌아다니면서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상작업을 하는 작가의 경우 

독특한 기술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기도 한다. 영상은 쉽게 복제되고 있는 

반면 그것을 다양하게 재생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자들은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 영상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결코 간과할 만한 소소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응답하라 작가들》에 참여한 작가들도 생존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창작 의욕이 꺽이는 상황들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잘나가는 30대 작가들에게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소박한 대답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서로 가끔씩 카톡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제안들이 나왔다. 과연 단체행동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는 와중에 미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외국의 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무엇인가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젊은 

작가들을 위한 생존 키트를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로부터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선언문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기획자는 유사한 주제로 대학원 재학 중이나 대학원을 나온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작가들과의 인터뷰와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들의 입장이나 전략을 차별화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궁금해하기도 비판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전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명확한 해답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기획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배제해 가고 있다. 대신 우리 미술계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레지던시의 

플리마켓, 각종 마켓, 자립의 기예와 같이 작가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에 

대한 워크숍, 그리고 연관된 전시들, 졸업생들의 전시에 등장하는 

선언문들이 반가울 따름이다. 더불어 단체 행동과 선언문도 좋지만 

효율성이나 파급력을 논하기에 이 문제가 너무 미묘하다는 사실도 

주지시키고자 한다. 이 문제는 한국 미술계가 지닌 병폐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구조로부터 야기된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해당한다. 특정한 집단의 관심사나 사회적 갈등구조, 

체계로만 축약되기에 이 문제는 너무나도 ‘궁극적’이다. 

이제 기획자의 소박한 전시 목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뻔한 이야기지만 

더 많은 작가들이 더 자세하고 솔직하게 보다 치밀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다양하게 소통되고 이해되며 오해되는 

것, 이것이 기획자가 바라는 바이다. 왜냐면 궁핍, 생존이라는 맥 빠진 

단어를 아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말하고 부딪쳐야 한다. 이 상황을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언어들로 표현하고 고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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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Thoughts는 “당연하지”라고 소리 질렀다. 

“네가 질문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적어도]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는 있을 거다.”

— 더글라스 애덤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중에서

Deep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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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고 인정받기 원하는 조건 안에서 모순된 지점이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한편으로 정당해 보일 수 있다. 예술가들에게 교통비나 각종 세제를 감면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특혜를 받아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 양극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방식을 전복할 새로운 시스템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체제는 당분간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할 

것이다. 동정에 입각한 복지는 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고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예비군은 가장 합리적이고 괜찮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고 시뮬레이션한다.  

⇨

이완, <상담 서비스>, 2014, 벽면 글씨 및 종이 설치.

‘응답하라 작가들’의 전시 제안을 받은 이후로 많은 작업들을 구상해 보았다. 하지만 

작가들의 고민과 생존을 다룬 이번 전시에서 그와 같은 주제로 새로운 작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혜택을 덜 받은 후배 작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순수하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젊은 작가들에게 상담을 

해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장은 전자메일보다는 손 편지로 직접 쓰고자 한다. 

전시장 벽면에는 “우린 모두 삶 속에서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일게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그리고 전시 기간 내내 상담을 요청하는 관객/후배 

예술들인들의 관객 참여적인 편지를 받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를 

앞으로 작가의 신상정보와 작가적 평균치에 관한 프로젝트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편지를 보낼 곳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52 스페이스 오뉴월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Deep Thoughts 01

이완

‘산업예비군’을 조직하였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예술가, 

노동자의 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놓인 단어인지요?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찬양한다. “이번 기회에, 이번에 제대로 

하면, 한방만 터지면…” 양극화는 경쟁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당연한 문제다. 이 당연한 문제를 좀 더 풀어 보면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은 

생산수단 설비투자에 더 유리하며 자신이 만들어내는 재화의 원가를 줄이고 

이윤을 늘리는 데 기술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서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A라는 기업에서 노동자 100명이 하루에 생산하는 제품의 수가 100개라는 

가정을 해보자. 이 기업의 대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 100명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을 들여서라도 자동화된 기계시설 설비를 

고려하고 있다. 이 자동화 시스템은 노동자 1000명이 하루에 생산해내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대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고 

노동자 100명 중 10명의 시설 관리 인력만 남기고 90명을 해고한다. 이로써 

생산단가를 낮추게 되어 제품의 개당 가격을 전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되었다. 

가격 경쟁시장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B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시설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워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생산설비를 소유한 A사만큼 제품 가격을 낮추기가 

힘든 상태다. 경쟁에서 점점 밀려나는 B사의 대표는 결국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노동자들에게서 착취를 하기 시작한다.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면서도 월급은 똑같은 것이다. 노동자들은 밀려드는 압박에 

대한 방어로 노조를 설립해 뭉치고 2시간을 더 일하는 것에 대한 임금 인상 

권리를 주장한다. 이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지만 대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노동자의 압박에 시달리는 고용주는 할 수 없이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머지않아 법인을 옮겨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공장을 통째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A사,  B사 둘 다 가격경쟁시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새롭게 탄생된 기계시설의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즉 새로운 기계생산수단에 일자리를 내주고 

해고된 백수들 (산업 인력시장에서 잉여의 노동자들)을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이는 상황에 따라 언젠가 다시 재고용이 가능한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예비군이라고 명명한 것 같다.

그룹 ‘산업예비군’은 ‘구조’와 ‘자본’을 연구한다. 여러 경제학적 원칙들을 

실험해 보거나 실제 새로운 모델 등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다. 그리고 

그런 연구의 활동을 디자인 활동이라 부르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 회사를 세워 

구조적인 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할 목적도 가지고 있는 산업예비군은 나를 

포함해 3명의 예술가가 각각의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으로 

통계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건축가 등을 초대해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고 매달 세미나와 초청강연 등을 실행하고 있다. 공공에 대한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까지 다루며 매년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료로 배포하고자 한다.  

젊은 예술가들이 공기관에 아티스트 피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예술가는 산업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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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범, <출퇴근기로 드로잉하기>, 시네마그래피 및 혼합매체, 가변크기.

‘나는 풀타임 작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산물은 역시 내가 최근까지 

찍었던 상품들이다.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토그래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지난 1년 동안 매일 출퇴근하며 상품사진을 촬영해왔다.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회사에서 투명색으로 이루어진 50여 가지의 욕실 실내화(왜 전부 투명재질인지 

모르겠다.) 200여 가지의 생리대(하지만 고작 5개 회사가 생산해내는) 등 레디메이드 

생활 상품 이미지들에 둘러싸여 지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관심이 가는 물건은 

모델이 착용한 의상이었다. 피팅 모델들을 촬영하며 간간이 인터뷰를 해오던 중 

한 여자 모델이 자신은 본래 쾌활하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원하는(내가 볼 때는 이미 구축된 사회적 이미지의) 여성이 되기 위해 성격과 기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옷들 중 유독 입고 나가기만 

하면 남성들로부터 헌팅이 들어오더라는 옷도 대여받았다. 이 옷이 내포하는 

이미지가 최근 새로 시작하는 작업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Deep Thoughts 02

김재범

사진작가들은 다른 매체 작가에 비하여 직업을 갖기가 수월한가요? 그러한 

경우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커머셜에서 이미지는 주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미지는 상품구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요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상업사진 

이미지를 제작하는 쪽에는 전문적인 수요가 항상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미지 생산에 기업의 합리적(?) 비용 운용으로 인해 고강도의 노동 시간을 

요한다는 점이 더 많은 일자리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바꿔 

말하자면 강도 높은 노동과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비는 

자리들이 항상 생겨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모든 사진작가들이 직업을 

갖기 수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다수의 사진작가들은 고정적으로 

묶이지 않은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며 동시에 고임금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의 메커니즘은 빠른 시간 안에 다량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해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를 감내할 만큼의 적절한 

거리감과 관용의 시간을 작가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요인도 있다. 혹은 하는 

일의 종류에 대해서 지위를 고려하며 일을 배제하기도 한다. 가령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든가 일반 사진관 같은 곳들이 그 예들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사진을 전공하지 않은 아마추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바꿔 말한다면 이를 이용해서 여러 경계들을 넘어 쉽게 잠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나는 지난 1년간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어느 인터넷 쇼핑회사의 

포토그래퍼로 일을 해 왔다. 주된 업무는 판매할 옷을 입은 여성 모델을 

촬영하는 일이었다. 취업 당시 한국 남성의 사회적인 성을 이미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지는 이미지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경험해 

보고 싶었다. 남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적 여성들의 이미지를 수집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가며 지속해나갈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나는 생활을 영위하며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매주 3명의 여성 모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당 

만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며 그들 다수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기에 이미지들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들도 있다. 주당 70시간의 근무시간은 미술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며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제한된 

인간관계들은 정체성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동료작가들의 전시 오프닝에 

참석하는 일은 불가능해지며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작업을 위한 것인지 회사를 

위한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한계선이나 

생존의 문턱에서 예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가에게 작업의 시간이란 인식과 사고의 시간에 비례하여 가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건 풀타임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풀타임 예술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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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buttercutters Alliance 미니 홍보 부스>, 2014, 혼합매체 설치, 1m×1m. 

“downleit & eekee & No privacy” 

<buttercutters>는 디자인에서 순수미술로 전향하였거나, 순수미술을 전공한 

디자이너들의 협동조합(alliance)이다.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차라리 

디자이너와 순수미술 영역 사이의 중간적 미술행위를 주창하게 되었다. 그래서 

설치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소심한 작은 홍보 부스에는 조합에 속한 

각 레이블의 월드와이드적인 활동들을 소개하는 자료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영상물이 재생된다.

나는 ‘작가’라는 직업군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과연 작가를 직업으로 

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완벽한 파트타임 작가이다. 그래서 

수 많은 아르바이트 직종에 종사해왔고 미술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었던 인생을 

벗어나고파서 최대한 미술과 관련 없는 직종에서 일해왔다. 사회탐구 학원이나, 

티셔츠 회사를 설립하거나, 시각디자인 업체, 인테리어 시공일 등이 그 사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내 작업 제작 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쳐왔다.

Deep Thoughts 03

박재영

세컨드 잡과 자신의 작업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경제적인 뒷받침과 함께 작업의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작업에서의 경험이 

세컨드 잡에 반영되기도 한다. 사실은 세컨드 잡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설치작업들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개인 스튜디오.

레지던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후배가 있다면 뭐라고 조언하고 싶은가요?

레지던시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만약 작업을 하고 싶어서 레지던시를 

간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레지던시는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거나, 혹은 작업을 

보여주는 곳이다. 

세컨드 잡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닌가요?

시간적으론 방해가 되지만 작업을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인테리어 

시공일을 하면서 공구 쓰는 것을 배웠고, 그래픽디자인을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사회탐구를 가르치면서 작업의 소재를 찾았다.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를 할 때 아티스트 피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다. 

만약 후배가 아트스타 코리아를 나간다고 하면 추천하겠나요?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 

자신이 금전적으로 궁핍하다고 가장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전시 오픈 전날. 

현재 작가로서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70살까지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작가, 재미있는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설치작가의 세컨드 잡



18

19

D
eep  Th

oughts

⇦

함혜경, <거짓말하는 애인>, 싱글채널 영상(프로젝션), 10분 내외.

최근 관두기로 한 신발 디자이너/산업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작가가 신발을 만든다는 이유로 제조업자들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전시기획자에게는 신발 사업을 하느라 작업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러 달 동안 이 일에 매달렸고 곧 내 일이 될 것만 같았다. 적어도 내가 ‘이것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방황할 일은 없겠지’ 하는 기대를 했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경험한 일들은 비록 그것이 우연에 의해 나의 일상에 들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일부로 남는다. 내 

존재의 한 부분이 된다. 가끔씩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지내온 낯선 삶을 지켜보며 작업의 동기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신경 쓰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했던 일이기에.

 Deep Thoughts 04

함혜경

어떠한 세컨드 잡을 갖고 계신지요? 세컨드 잡이 작업과 연관되는지요?

미술강사와 신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활동인 동시에 내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종류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다. 내 삶을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언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가요? 그리고 언제 작업을 재개하게 되는지요?

딱히 슬럼프라기보다는 작업을 하지 않는 동안은 뭔가 불안함을 느낀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든다. 작가인 

지인들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감독의 신작을 찾아보며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동기 같은 것들을 생각해본다. 최근에는 운동을 자주 하는데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후배작가가 유학을 간다고 하면 추천할 건가요?

추천한다. 하지만 어릴 때보다는 학교를 졸업한 후나 20대 중후반 정도에 

가기를 권하고 싶다. 20대 초반과 후반에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후자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릴 

때는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에 뭔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장소를 이해했다기보다는 멀리서 보고 왔다는 기분도 들고. 그 당시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질감이 컸다. 나이가 좀 든 후에 떠났을 

때는 훨씬 편안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세컨드 잡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닌가요?

세컨드 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모든 작가들이 

작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좋겠지만 영상작가의 경우는 어렵다고 본다. 

박물관 기획, 뮤직비디오나 단편영화 미술감독, 까페를 직접 운영했던 적도 

있다. 이런 경험은 작가라는 직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만약 있다면 다른 작가나 

비평가와는 얼마나 오랜 유대관계를 맺어왔나요?

비슷한 종류의 작업을 하는 작가인 지인에게 조언을 구한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선생님께 작업을 보여드리기도 한다. 학부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은 

8년 정도. 최근 전시를 함께하며 알게 된 작가들도 있다.

작업을 하지 않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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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 <티칭을 게임으로>, 2014, 설치(체스 세트 & 체스 스탬프, 책상 & 의자, 

칠판, 드로잉), 가변크기.

<티칭을 게임으로>는 ‘체스 게임 & 체스 스탬프’를 티칭 도구로 활용하면서 만들어진 

강의 놀이다. 이것은 순전히 시선끌기와 재미로 시작되었는데, 과제를 등급별로 

평가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다. 가치 기준이 티처의 미적취향과 판단으로 

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고, 나쁨’의 기준을 ‘기질과 성향으로’전환하게 

되었다. 이때 적용한 코드가 체스 말의 상징개념이다. 이로부터 티처의 입장에도 

변화가 필요했기에 ‘임체스’라는 닉네임으로 호명되었고, 강의 형식은 체스의 

게임이론을 간간이 적용하게 되었다.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체스 스탬프’로 학생들의 작업 프로세스에 따른 장단점을 

체스 말로 분류해주는 일이었다. 스탬프는 학생의 손등이나 작업노트에 쿡! 

찍어주면서 어떤 재능의 소유자이고 무슨 능력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암시로 

쓰였다. 이렇게 시작된 놀이는 게임 상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득템의 과정을 

닮아가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임체스로부터 6종류의 스탬프를 모두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의 작업 패턴에 오래된 습관이 있어서 매번 똑같은 

아이템만 반복적으로 받게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과제는 노동 점수만 받게 된다. 

더욱이 부정의 음각 스탬프를 받으면 능력치가 저당 잡히게 되어 양각 스탬프를 

득템한 후, 교환해야 하는 시장법칙이 적용된다. 

최종 파이널 단계로 진입하는 코스도 있다. 6개의 아이템을 모두 얻었을 경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을 만들어보는 미션이다. 또는 기존의 판을 흔들어 

균열을 일으키는 반항적 시도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통쾌한 

일이지만 아직은 생존의 시간을 버는 일이 시급하다. 지연작전 즉, 엔드게임이다. 

이것은 학생과 티처 그리고 작가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Deep Thoughts 05

임상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작가 생존,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티칭은 작가에게도 영양가 있는 식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차적으로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자가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과의 

세대차가 가져오는 시대감각의 차이와 문화 트렌드를 가까이서 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로는 미술교육에 대한 불만과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나름의 출구를 찾는 과정이 좋은 것 같다. 새로움이란 

명제를 놓고,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꺼려해야 되는지를 어드바이스 하는 

일이 어쩌면 학생들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과 다짐으로 

생각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3년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과 

귀차니즘 징후가 생기는 고로 오래하면 안 되는 직업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런데, 가끔은 학생들로부터 뺏고 싶은 재능들이 발견될 때가 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들이 온다. 어쩌면 

이런 대응들이 내 작업방식의 패턴을 역으로 보게 해줌과 동시에 다른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생존 아이템 

하나를 저장한 것일지도!

학생들에게 작가가 생존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가로 사는 법’보다는 우선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는지’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작가 생존법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다른 생존법은 별 것 없다는 게 문제이다. 보다 

쌩쌩하게 살아있는 작가 유형이란, ‘잘 나가는(잘 팔리는) 작가’이거나 ‘있는 

집 자식’이거나 ‘기금을 잘 받는 서류의 신’이거나 ‘비즈니스적인 몸으로 

태어났거나’ 중 한두 항목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이것 이외의 작가들은 사실 

좀 힘들게 산다고 봐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요즘엔 멀티플 작가가 되어야 

생존조건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을 간혹 하는데, 대부분 서류를 잘 쓰고, 

피티를 잘해야 된다는 현실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냥 누군가 자기를 좋게 

봐주기만을 기대하는 해바라기들이 많다. 작가가 되는 것보다는 예술적 

인자가 되는 일 그리고 미술적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예술적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미술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잔소리하지만 잘 

먹히지는 않는다. 

 

가르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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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바빌론 댄스 Babylon Dance>, 2014, 설치(커팅시트지) 및 영상.

 

도식은 스텝 모양, 진행 방향, 문자와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덕목과 행운, 갈등, 소생, 장애, 파멸, 성공 등의 

항로를 조망한다. 이는 미술장(場)에서의 생존을 위한 알고리듬이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부조리한 춤을 추게 되는 바빌론식 댄스의 

밑그림이다. 

그런 식의 <복권>이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에는 도덕적 가치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류의 복권은 인간이 

가진 모든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희망만을 

겨냥한 것이었지요. 

- 보르헤스, <바빌로니아의 복권> 중에서, 1941

 

내 몸은 천천히 총무의 기술을 기억해 냈고 그 기술을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무용 동작과 결합시켰다. 나는 덩치 큰 우주군 강하병의 총무 동작을 막 

무도회에 나온 십대 소녀의 동작으로 변형시켜 행하고 있었다.

- 듀나, <용의 이> 중에서, P.296, 2007

보르헤스의 소설 『바빌로니아의 복권』에서 불확실성을 추가(정확히는 

불행을 추가)했더니 복권의 인기가 치솟았다. 심지어 잔인하리만큼의 불운이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 혹은 오늘날 (혹은 늘 그랬듯) 승자독식 

미술장에서의 헝거게임에 노출된 한국 아티스트들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미술장 내부에서 행운의 패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추락의 

패를 얻게 되는 가능성들을 추론하는 도식을 완성한다. 

이 도식은 커팅시트로 제작되어 전시장 바닥에 설치된다.

Deep Thoughts 06

 김아영

원래 디자인 전공자였는데 만약 디자인 작업을 계속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픈 욕구가 있고, 이것이 

작업으로 발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을 불가피하게 언젠가는 

그만두게 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극과 극은 닿아 있으므로, 사고하는 

디자이너는 예술가와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디고 

이끌어 나가느냐의 문제일 듯하다. 열과 성을 다해 디자인 작업을 하며, 늘 

‘이것이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의미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고, 작업과정 자체의 희열은 존재했지만, 어떤 층위에서 제가 

속해 있던 디자인 분야의 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 의미를 전달하는 

그릇,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할 때가 많았으므로, 삶과 닿은 

작업을 하고자 하는 본질적 갈구는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주요 미술관의 신진 작가전을 거치게 되면서 어떠한 목표들이 생겼나요?

늘 진화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제작비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것. 

– 모두에게 공통될 텐데, 이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비교적 폭이 넓다고 볼 수 없는 국내의 미술계의 장에서 어떻게 꾸준한 

목소리를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크루와 지지자들을 확보할 것인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결국 기업화되고 분업화되는 전형적 자본주의 

구조를 답습하게 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등등이다. 미술계에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목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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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Universal Collaborators,  Seoul>, 2014, 단채널 영상. 

✽‘유니버셜’이란 - 전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미술계의 국제교류를 지칭하는 단어

✽  ‘콜라보레이터’란 -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자. 현지어 통역 또는 각종 

연회장에서의 에스코트를 제공하거나, 혹은 가벼운 연애를 나누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합하는 자 

✽ ‘서울’이란 - 세계적 메트로폴리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화’를 강요하며, 

세계 미술계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는 아시아의 한 도시 

오프닝 퍼포먼스: 

작가 조영주의 주관적 기준으로 선택된 한 ‘서양’남자는 오프닝 퍼포머로 고용된다. 

작가의 요구대로 의상과 헤어를 준비하고 행동지침을 숙지한 후, 오프닝 내내 작가 

‘조영주’를 에스코트하는 것이 퍼포머의 역할이다. 

미술계의 서양 남자와 한국 여자의 관계: 

유럽 또는 미국계 그러니까 백인 친구들과 전시 오프닝에 방문할 때는 

혼자일 때보다 갤러리스트, 큐레이터들의 환대를 받는 느낌이다. 한국에서 

‘인터내셔널’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나도 외국인 친구(여기서 외국인이라 함은 

백인이다)와 어울릴 때마다 우쭐해진다. 그런데 외국(백인) 남자와 한국 여자의 

직업적 관계(작가 대 작가, 기획자 대 작가 등)는 쉽게 이성적 관계로 오해받거나 

가십(gossip)의 대상이 되기가 일쑤다. 유럽에서 ‘동양 여자 작가’라는 타이틀에 

식상하였던 나는 이제 한국 미술계에서 ‘서양 남자와 어울리는 한국 여자 작가’로서 

협업해보고자 한다. 

Deep Thoughts 07

조영주

30대 (여성)작가가 미술계에서 생존하는 법을 묻는다면 어떻게 조언하고 

싶나요?

일단,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일들을 도모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내 경우는 전시, 프로젝트 또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는 것 등 

모두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작업이 많이 알려져서, 여기 

저기서 불러주면야 좋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종 여성성을 이용하기도 혹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일과 관련된 동료가 아닌,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만약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후배가 있으면 뭐라고 해주고 싶나요?

가고 싶다면,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외국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본다는 것은 예술을 배우는 일보다 재미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라를 선택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영어권이 아닐 때 내가 있었던 프랑스, 독일은 최소 5-6년을 지내야 학교를 

마칠 수 있는데 보통 유학생들은 10년 정도를 머무른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지 않고서는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특히 어렵게 배운 

언어(영어가 아닌 경우)는 무용지물이 되고, 특히 여성에게 얹혀지는 편견을 

맞닥뜨려야 한다.

결혼이 작가의 작업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결혼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유럽인이냐 아시아인이냐, 

혹은 한국인 배우자냐에 따라 다르다. 또 배우자의 직업, 라이프 스타일, 

2세 유무, 늘 함께 사는 커플이냐 따로 생활하는 커플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일단 결혼 자체는 한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가중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티스트라는 직업 특성상 가족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과 

요구들을 서서히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나의 과제였다. 

30대 후반 여성작가의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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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범, <비디오아트의 유통기한>, 2014, 영상설치 5분.

시놉시스: 

2009년 제작한 ‘전시와 정권 TV의 역사’라는 작품의 첫 번째 TV는 1970년대 흑백 

브라운관 TV이며 5년 이상을 지속시키기 힘든 TV장비의 기술적, 시대적 한계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 TV에 영상을 보이기 위해 고화질을 저화질로, 19:9화면비를 

4:3으로, 순차주사를 비월주사로, 세월을 거꾸로 마이그레이션한다.

여러 단계의 비디오 컨버팅은 원본 데이터와 전시용 비디오 간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색을 가지는 원본소스는 흑백브라운관을 통해 보여지면서 흑백 

비디오로서의 원본성을 재차 획득한다. 이 옛날 TV는 최신의 TV와 함께 작품을 

구성하며 비디오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TV의 수리 수명이 

다하는 시대가 오면 비디오 작품의 ‘자연적 소멸’을 알리고 그에 따른 또다른 준비를 

하기로 결심한다. 이에 따라 옛날 TV에는 작품이 보이고 최신 TV에는 일련의 과정, 

자료화된 고민과 드로잉, 비용과 시간이 영상과 슬라이드로 보여진다.

영상작업만을 주로 하는 작가로서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이 작업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복제와 빠른 전달을 의도했으나 사용 제한에 

대한 윤리적 약속을 필요로 했고, 데이터의 원본성을 의도했으나 주기적으로 

복제해야 하는 기술적 매뉴얼도 필요했다. 

작업을 위해 초기 비용, 장비와 기술 비용이 많이 드는 속성과 디지털 신호의 

무손실 원본복제의 문제로 인해 작업의 가격과 에디션의 수를 매기는 일도 쉽지 않다. 

비디오는 작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소유욕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지구 반대편에서 설치되고 상영되는 일과 과거의 

기술들과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교체되는 환경을 활용하거나 대응해야 한다.

게다가 미술관들에서 많은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들이 일어나지만 실상 기술적인 

문제를 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일이 수요가 많은 대중의 보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로 전환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Deep Thoughts 08

박준범

영상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요?

데이터로 관리되는 작품 형태로 인한 복제, 전시, 지속성을 고려한 설치물과 

장비 사용의 문제 등이다. 카메라를 사용하고, 컴퓨터 편집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류하는 체계는 마치 디지털화된 도서관 관리자의 

입장을 가지게 한다. 또 모든 일들이 작은 하드디스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적인 저장매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에도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전시 등 작업 활동에서 디지털 신호의 

작품이 작가의 하드디스크에서 복제되어 인터넷으로 전송되거나 방송되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국 어딘가로 복제되어 나간다면 단순히 저작권 

표기나 디지털 잠금, 무한정 배포 등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 답을 구하기가 

힘들게 된다. 

이런 문제는 영상작업을 하면 할수록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당연하고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심화된 개념이 필요하고 공동의 연구나 협의도 필요한 

일이다. 또 어쩌면 작가에게 있어서 작업을 생각하는 일 외의 문제가 마치 

작가의 삶의 문제처럼 더 방대해지는 일에서 힘든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다수의 그룹전과 개인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요?

2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장기간 여행하는 것이다. 몇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여행인데 레지던시를 겸하기도 하고 작업의 계획에 따라 그 

현장이 되는 나라로 움직이고 싶다. 공부와 리서치의 목적을 가지는 작가의 

일상적 생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영향 받는 

여행으로서의 시간과 결과물로 만들고 싶다.

만약 후배 작가가 아트스타 코리아에 나간다고 하면 추천하시겠는지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추천하겠다. 후배 자신에게 즐겁고 의미있는 일을 만든다면 아스코를 

비판하는 내용에 앞서서 잘 해보라 하고 싶다.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예민한 비평적 문제는 시청자에게나 참여자 개인에게 있어서 선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과 작업에 기회가 될 만하다 판단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후배에게는 좋은 작업을 꼭 해보고 오라고 하겠다.

영상작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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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준 <Dear Mr. b 뮤직비디오>, 2014, 혼합매체.

나에게 예술은 무엇이든지 하고 살 수 있는 좋은 핑계이다. 과정이나 결과의 효과가 

어찌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 예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세상을 이해해보려던 시기에 이와 같은 

예술은 나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왔다.

그러하였기에 10여 년을 작가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은,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아니 열려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술이라 할 것이다. 대놓고 

생각을 억누르는 곳과 달리 예술은 무척이나 섬세하다. 죽어가는 생각의 틀에 갇혀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것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다.

Dear Mr. b는 겉으로는 다양한 생각의 포용을 말하지만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게, ‘주도면밀’하게 여러 가능성들을 억누르고, 유행을 강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이다. 2014년 19금 퍼포먼스 릴레이에서 처음 공연된 Dear Mr. b는 이번 전시를 

통해 뮤직비디오와 설치로 꾸며진다.

세컨드 잡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닌가요?

세컨드 잡은 항상 많은 경험을 선물해준다고 생각한다. 우연한 여러 만남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만약 있다면 다른 작가나 

비평가와는 얼마나 오랜 유대관계를 맺어왔나요?

보통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반응을 본다. 

Deep Thoughts 09

송호준

예술하는 친구들이 작가의 생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가요?

누구에게나 생존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예술이 주는 

혜택을 이유로 예술가의 지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거부감이 든다. 

어찌 보면 예술의 힘은 예술을 통해 어떤 주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예술을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예술계 이외의 곳에서 

돈버는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본인의 작업과 관련된 

일들이면 좋겠는데 나의 경우에는 용접, 납땜과 같은 것이 될 것이고 좀더 

즐기고자 하면 술집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작업만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몇 번의 기금을 경험해보고 주변의 경우를 보면서 일찍 예술계의 기금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후원해준다면 마다하진 

않겠지만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작가는 예술가나 과학자에 대한 기본적 통념 모두로부터 이탈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본인 생각에 본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요? 적어도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스스로를 어떤 범주, 무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의 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곳에서 어느 

정도 후원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내 생각은 급진적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더 넓게 볼 수 있는 세상의 가능성도 제한될 것이다. 

스스로를 예술가로 칭하는 이유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책 특권 

때문이다. 세상이 사람들을 범주로 나누어 보고 있는 마당에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예술계는 예술을 또 범주화하려 한다. 이 부분은 거부한다.

예술은 내가 별다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핑계이다. 과학을 핑계로 쓰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과학을 핑계로 쓰진 않는다. 하지만 과학의 핑계를 잘 들여다보면 과학 

역시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모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의 핑계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본인이 세컨드 잡을 선택하거나 작업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지요?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해주십시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일련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컨드 

잡을 선택하는 기준은 호기심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고 모두 

내가 하는 작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세컨드 잡을 구하기도 하지만 세컨드 잡을 통해서 새로운 작업이 떠오르기도 

한다. 너무 뻔한 말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세컨드 잡이라도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작업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각종 지원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원을 통화여 강화되고 약화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원은 

결국 이미 존재하는 유행을 강화할 뿐 실험을 포용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실례지만, 
예술 핑계 좀 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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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자, <15번지 4층, 153번지 1층>, 영상 프로젝션, 

가변크기.

여러 작업들의 모티브가 되었던 부분들이 일터, 

작업실로의 출근의 여정과 합쳐져 이어진다.  

–집

–평일, 30대 여성 평균 이동시간

–일터  

–방향: 화살표

–출근

–1시간 32분

–김밥, 서울 

Deep Thoughts 10

구민자

원래 작가의 생존에 관한 인터뷰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생존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힘든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장소, 

사회, 주변의 조건, 환경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이야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작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 - 일, 관련 사람들과의 관계, 

돈벌이, 취미활동, 작업과 생활의 균형, 휴식, 새로운 생각이나 작업을 위한 

준비 등 - 을 만들어가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로 작가들의 단체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꺼리나요?

그것도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떤 작가들이 특정 기관 혹은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게다가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져가는 상황에서는 단체행동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단체가 시간이 지나며 

특정 권력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마음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작가는 노동자인가요?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분명 포함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노동자라고 하기 힘든 지점이 있으며, 스스로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동자는 다른 주체를 위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되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종속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관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기관과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보면, 마치 기관인 갑을 위해 작가인 

을이 물건을 납품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한다.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계약서들이 마치 작가를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그리고 그 계약을 벗어나면 

안 되는 노동자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전시 계약서들은 그것에 포함되는 노동의 부분을 모른 척 하는 것으로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다. 노동의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임을 

자처하게 되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도 답답하다.

세컨드 잡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닌가요?

학교를 졸업한 후 했던 다른 일들은, 영어 과외, 벽화 작업, 인테리어 디자인 

조언, 대학 강사 등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작업만 할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물론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시가 

코앞에 닥치거나 하는 등 정신없이 바쁠 때는 물론 굉장히 짐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경험이나 계기가 되기도 해서 좋았던 때도 

있다. 

예술가들의 
단체행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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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유용하고 [쓸 만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가이드는 어디가 정확하지 않은지, 

아니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만큼은 안심할 만한 주장 정도는 내놓을 것이다. 

－ 더글라스 애덤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중에서

Don’t P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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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모집군 조사

・연령대

・여성/남성

・유학 유무

・레지던시 유무

・개인전 횟수

・미술관 전시 횟수

・세컨드 잡의 종류

・현 세컨드 잡의 유무

・복지기금 수령 유무

・컬렉션 유무(개인 기업 포함)

・매체

・현재 스튜디오 유무

작가에게 묻습니다

01. 작가는 노동자인가요?

02.  예술복지기금에 만족하나요? 

예술복지기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03.  각종 지원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04.  세컨드 잡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닌가요? 

05.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만약 있다면 다른 작가나 

비평가와는 얼마나 오랜 유대관계를 

맺어왔나요? 

06.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07. 매일 규칙적으로 작업하는 편인가요?  

08.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를 할 때 

아티스트 피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09.  만약 후배가 아트스타 코리아를 

나간다고 하면 추천하겠나요?

10.  자신이 금전적으로 궁핍하다고 가장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11.  결혼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12.  현재 작가로서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기획자에게

모집군 조사

・연령대

・여성/남성

・석사학위 유무

・학사 미술실기전공 유무(디자인 포함)

・석사 미술실기전공 유무

・정규직 경험 유무 

・기획경험 유무

・ 기획, 참여전시 횟수 (미술관이나 화랑 

다 괜챦습니다.)

・출판된 비평의 유무 

・미술계와 무관한 직업 경험의 유무

・ 선호하는 예술적 매체나 장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술)

기획자에게 묻습니다

01.  기획자, 비평가는 노동자인가요? 

동의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02.  예술복지기금에 기획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03.  기획 지원프로그램들의 신청한 

적이 있나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04.  예술계와 무관한 다른 직업을 택한 

적이 있나요? 더불어 수입원이 주로 

무엇인가요? 

05.  수입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나요? 일상적으로 

하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6.  기금을 받아서 전시를 기획할 때 

기획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07.  자신이 금전적으로 궁핍하다고 가장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혹은 이 

분야에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주세요.

08.  전시나 글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만약 

있다면 다른 작가나 비평가들과 오랜 

유대관계를 맺는 편인가요? 

09.  매일 규칙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요? 

10.  기획자나 비평가로서 자신의 핸디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1.  현재 기획자로서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전혀 다른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응답하라 작가들 
인터뷰

2014년 7월에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작가와 기획자 50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10월까지 서면 

인터뷰 답변을 해준 3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이다. 

인터뷰 기간:

2014년 7월-10월

인터뷰 대상:

응답한 작가, 기획자 37명(요청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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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조영주

2007  베를린의 자유

2009   글로벌시대의 한글교사

2012-13  어린이들과 함께 꿈꾸는 시간을 

 사랑하는 작가

2013  오프닝의 여자작가

Youngjoo Cho (조영주) Statement, 09. 2008 

누구나의 20대처럼 나의 지난 20대는 빠르게 변화하며 지나갔다. 수없이 이사를 했고, 학교를 옮

기고, 여행을 했다. ‘제자리 찾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찾는 것은 물론, ‘마음 둘 곳’을 찾기

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것 못지 않게 ‘할일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에따라 그 할일이라는 것은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혼 6년차의 아이가 없는 유부녀, 기러기 남편을 한국에 두고 혼자 외국생활을 하는 여자, 매년 

비자를 받기위해 경시청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어렵게라도 그것을 받으면 무지 기뻐하는 유럽에 

사는 아시아인, 아니면, 그저 한 무명의 아티스트. 최근 외부로부터 규정된 나는 대충 이러하다. 

얼굴을 붉히고, 무섭게 대드는 것 보다는 로맨틱한 수작이 상황을 더 극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극적인 상황은 팍팍한 현실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북돋워 주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작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들이 연애에 관련된다거나, 소소한 생활용품들인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서이다. 

 

조영주(Youngjoo Cho) 2013 

유럽에 사는 동양 여자, 외국인 유학생이 그 동안 해외 생활 중에 불려졌던 나의 이름이었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30대 후반의 여성’ 특히 ‘가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성’, 또는 ‘ 서양인과 어울

려다니는 여자 작가’ 라고 자주 불려진다. 본인이 처한 환경과 시간이라는 조건 속에서 나 스스로

를 일반화된 하나의 인물로 설정하고 ‘그녀’가 처한 상황과 위치의 파악이 작업의 동기가 된다. 

일반화된 나, 바로 ‘그녀’는 다양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한국여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 지난 개인전에 이어, 구조 속에서의 부조리함 

혹은 불편함에 대한 주제로 작업 중이다. 특히, ‘성역할’ 또는 ‘서양남자와 한국여자’라는 소재로 

어린이와의 예술연계 프로그램과 퍼포머티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   영   주   (Youngjoo Cho ) 2014 

여러 친인척들이 유아/유치 교육에 종사하는 이유로 대학생 때부터 미술교사 봉사활동 경험이 많

습니다.  프랑스 유학 중에도 미술 개인 지도를 꾸준히 해 왔고, 소수정예 수업에서 다양한 미술 

교육을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술, 과학, 역사, 무용, 음악 등을 통합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대

미술의 매체와 그 특징들을 아이들이 쉽게 경험해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의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은 장소와 때,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개별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것은 미술교육

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현 직업은 미술 작가이자 국제적인 미술그룹 ‘글로벌 에일리언’의 대표로서 미술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균관 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서양화 전공을 마치고, 1년 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년 간 어학과정을 거치고, 4년 동안 프랑스 미술학교와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파리에서 5년 동안 유학을 마친 후,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도시, 

건강검진

2014년 7월 6일 <응답하라 작가들>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 중 5인이 단체 건강검진을 받았다. 

참여작가:

김재범 (37세 남), 김아영 (35세  여), 박준범 (37세 남), 

이완 (35세 남), 송호준 (35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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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맛집
리스트 
Ver. 0.1
 

송호준

작성일: 14 Nov 2014 / 작성자: 송호준 songhojun@gmail.com / 도와주신 분: 송호준 페친, 응.작. 참여작가

* 전시 카탈로그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들어가고 따로 홍보용으로 공개하진 않습니다~

** 맛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곤란해하실 수 있어 정확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이 조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니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식당

이름 지역 특이사항

달고나 상수동

춘삼월 상수동

마랴샹궈 통인동

돈수백 홍대

부자피자 이태원

Parc 이태원

바다식당 이태원

나리식당 이태원

영일분식 문래동

돼지불백 문래동

월강돼지국밥 연남동

상암순대국 망원동

고미정 서교동

Rye Post 이태원

돼지구이 백반 이태원

탐라식당 상수동

히비 홍대

수카라 홍대

커피

이름 위치 특이사항

MK2 효자동

시연 상수동

상수동카페 상수동

이리카페 상수동

부자피자 홍대

테일러 커피 홍대

헬 카페 이태원

빈 브라더스 합정동

그문화 다방 상수동

엔트라사이트 합정동

무대륙 합정동

호두커피 망원동

카페 보통 이태원

페이머스램 동교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이태원

웨이즈오브씨잉 이태원

제비다방 홍대

비하인드 홍대

술집

이름 위치 특이사항

한잔의 룰루랄라 홍대

놀다가리 망원동

옥타 연남동

꽃 홍대

서대문양꼬치 연남동

다양꼬치 한남동

써커스 대학로 주로 연극인들

바다회사랑 연남동

토끼바 연남동

초능력 바 이태원

무중력 상수동

곱창전골 홍대

Sound Mind 낙성대

넘버원 양꼬치 보광동

파레트 연남동

절벽 평창동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교동

몰타르 한남동

MOSC 
홈페이지

함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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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술가 2급 
자격증

김재범

식당

이름 지역 특이사항

청기와식당 동교동

두오모 효자동

하하 연남동

두리반 홍대

홍기와집 홍대

부탄츄 홍대

마포설농탕 홍대 버거킹옆

오월의 종 이태원 빵집

대도식당 본점 왕십리

JOEY's Cafe 홍대

제니스 키친 홍대

쌍다리 기사식당 성북동

코다리 성북동

전주돼지갈비 정릉

명륜손칼국수 명륜동

혜화손칼국수 명륜동

할아버지 손칼국수 황학동

순대실록 대학로

자하 손만두 부암동

계열사 부암동 치킨

부암 김밥 신영동

코리아 식당 연남동

커피

이름 위치 특이사항

커피 콘하스 망원동

숲 소공동

치포리 문래동

커피 리브레 연남동, 이태원

보헤미안 고대

코수이 효자동

광화문 카페 효자동

클럽 에스프레소 부암동

부빙 부암동 빙수

마음은 콩밭 부암동

술집

이름 위치 특이사항

레빗홀 서교동

머리에 꽃 홍대

레게치킨 동교동

설탕 바 홍대

또바기 상수동

느리네 상수동

맥파이 경리단

잔칫집 체부동

부려원 양꼬치 홍대

방앗간 문래동

곰돌이네 대학로

친구들 부암동

B208 부암동

문화예술인
맛집
리스트 
Ver. 0.1

송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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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절대적 
지표들 
Flexible/Absolute 
Indexes

김아영

국가예술가 2급 
자격증 시험

김재범

국가 	   예술가 	   2급 	   자격증 	   시험 	  

	  감독관 	   코드 	   :	   	   	   	   	   	   	   	   	   	   	   	   	   	   	   	   	   	   	   	   	   	   	   	   	   	   	   	   	   	   	   	   	   	   	   	   	   	   	   	   	   	   	   	   	   	   	   	   	   	   	   	  
수험번호 	   :	   	   	  
	  
다음 	   뜻에 	   알맞은 	   네 	   자로 	   된 	   말을 	   고르시오 .	  
(각 	   배점 	   4점)	  

1. 작가데뷔 	   전 	   돌봐준 	   선배나 	   선생님들에
게 	   나중에 	   대하는 	   마음 	  
(1)이판사판 	   	   	   (2)금의야행 	   	   (3)결초보은 	   	   	  
(4)너나잘해 	  

2. 함께 	   고생하는 	   동료 	   작가를 	   배려하는 	   마
음 	  

(1)다다익선 	   	   	   (2)명경지수 	   	   	   (3)박장대소 	   	  
(4)동병상련 	  
각 	   상황에 	   맞는 	   행동을 	   고르시오 .	   (각 	   배점 	   3점)	  

3. 옆 	   작업실의 	   작가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
니다 .	   이 	   때 	   해야 	   할 	   일 	   중 	   가장 	   알맞은 	  
것은?	  
(1) 	   발등을 	   밟아서 	   일으켜 	   세운다 .	  
(2) 주변사람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한다 	  
(3) 동료작가의 	   몸을 	   덮고 	   심판을 	   불러서 	  
카운트를 	   센다 .	  

(4) 신발을 	   벗기고 	   발을 	   간지럽힌다 .	  
(5) 정신을 	   차릴 	   때까지 	   뺨을 	   때린다 .	  

4. 동료작가의 	   전시 	   오프닝입니다 .	   축하의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어머 !	   전시하는구나?	   그래서 	   뭐 	   어쩌
라고?”	  

(2) “전시 	   축하해 !”	  
(3) “명복을 	   빌어”	  
(4) “닥치고 	   뒤풀이 	   어디야?”	  
(5) “너 	   아직도 	   작업하고 	   있었니?”	  

5. 아버지께서 	   작업비를 	   주셨습니다 .	   이 	   때 	  
아버지에게 	   하는 	   감사의 	   인사로 	   가장 	   알
맞은 	   것은?	  
(1)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	   요
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걸로는 	   힘
듭니다 .	  

(2) 에게?	  

(3) 아버지 	   감사합니다 .	   덕분에 	   담배 	   한 	  
갑 	   더 	   살 	   수 	   있어요 .	  

(4) 감사드립니다 .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
하겠습니다 .	  

(5) 이번엔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음엔 	  
어림도 	   없습니다 .	  

대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로 	   옳은 	   것들을 	  
고르시오 .(각 	   배점 	   4점)	  

6. 다음 	   중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
엇일까요?	  
(1)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켜 	   보려고 	  
(2) 다른 	   이성작가를 	   꼬셔보려고 .	  
(3) 집 	   말고 	   다른 	   데서 	   한번 	   자보려고 	  
(4) 내 	   돈 	   안들이고 	   여행 	   다녀보려고 	  
(5) 있어 	   보이려고 	  

7. 레지던시 	   심사 	   중 	   대기실에서 	   다른 	   작가
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	   다음 	   중 	   바른 	   태
도는?	  
(1) 입고 	   있는 	   옷을 	   트집잡는다 .	  
(2) 껌을 	   씹는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프리젠테이션에 	   집중 	   할 	   수 	   없게 	   만
든다 .	  

(3) 가볍게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응원한다 .	  
(4) 다른 	   이들은 	   알 	   바가 	   아니니 	   누워서 	  
잔다 .	  

(5) 몰래 	   약을 	   탄 	   커피를 	   권한다 .	  
8. 기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던 	   중 	   외부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1) 얼굴이 	   장동건 	   이상이면 	   열어준다 .	  
(2) 목소리가 	   강동원처럼 	   좋으면 	   열어준
다 .	  

(3) 안에 	   없는 	   척 	   조용히 	   있는다 .	  
(4) 손에 	   맛있는 	   것을 	   들고 	   있으면 	   열어
준다 .	  

(5) 적법한 	   사람인지 	   판단하여 	   문을 	   열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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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30일

Junebum

We are going to try to contact the museum an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We will contact you on Tuesday with more information.

Best regards, Pascal V***. 

------------------------

2011년 8월 11일

Dear Junebum Park and Lee ***

As explained in our email of Wednesday August 3rd, we are truly sorry for this 

misunderstanding about Junebum’s work “ I Parking”: We thought it was part of our job to 

share it; and we do apology if we could not reach you at the time. 

The Museum told us we were the only contact they found concerning “I Parking,” and they 

insisted on us to giving them the DVD.... I unerstand if you wish to stop our collaboration, 

but please consider the influence of our gallery in terms of videos in Paris. 

Pascal V***

------------------------

------------------------

2011년 8월 5일 미술관

Dear Park:

The Museum currently presents the exhibition ‘Car F***’. This exhibition, which opened on 

June 7, 2011, is the main event of our museum... Not least for this reason, we very much 

regret that the proess of the loan request of this previous exhibition object did not meet your 

expectations....

Shoul you happen to be in Basel until October 9, 2011, we will be happy to welcome you on 

out premises and to show you our exhibition. 

Director, Museum.

------------------------

결국 잘 해결되기는 했지만 프랑스 어 편지를 한국 작가에게 보낸다든지 프랑스 미술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언급하면서 자신들과의 협업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작가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라는 식의 표현은 서구 미술계의 자기 중심적인 시선을 그대로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영상을 미술관이 매우 원했고 구하기 힘들었다는 이유에서 단순히 화랑으로부터 

건네받은 DVD를 작가의 허락이나 양해를 공식적으로 전혀 구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전시에서 방영하였다는 미술관의 주장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몰래 열린 전시:
영상예술과 
저작권

박준범

작가는 우연히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친구를 통하여 자신의 영상 작업이 

허락도 없이 스위스 *** 미술관에서 열렸던 “Car F***,” (6월 8일-10월 

9일)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영상작업을 어떠한 동의도 없이 

프랑스 갤러리가 미술관 그룹전에 대여하였고 그의 작업은 그룹전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DVD는 2006년경 이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에서 

복제된 DVD였으며 갤러리는 작가를 위한 프로모션이고 통상 있는 

일이라고 한다. 다음은 2011년 여름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박준범이 

프랑스의 화랑, 스위스의 미술관과 함께 나눈 이메일 서신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메일 서신 (2011년 7월 30일-2012년 11월 22일)

------------------------

2011년 7월 30일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친구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내용은 Museum ***** in Basel, 

Switzerland에서의 전시를 봤다는 내용인데 제가 전혀 몰랐던 전시라서 

무슨 일인지 이런일이 가능한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긴급하게 답장 

부탁드립니다. 

박준범 드림

------------------------

2011년 7월 30일 

Dear GALLERIST and Museum

I just got message from my artist friend about ‘Cat F***’ exhibition in 

Switzerland.... I knew the last mail about my contact but I have not heard 

anything since then.... I never made any agreement or consent about ‘Car 

F***’ and there is No one to have a right/authorization to show for this 

exhibition without my consent.

I have a right to know everything about the exhibition which has been already 

made and on going arbitrarily.... I request “GALLERIE PASCAL V***,” 

and ‘Museum’ to respond about this situation urgently.

Junebum Park

------------------------

2011년 7월 30일

Junebum,

Je suis desole. I’ai prete la video au musee pour l’exposition et je t’en ai 

prevenu.... Je pars en vacance cette apres midi et jusqu’au 1 septembre je 

recois quand meme les mails.  

Pascal V***

------------------------

Please send me in english again. 

Juneb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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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생존권을 
위한 
파업 

임상빈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입니다.

상세히 잘 기술해주신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의심의 여지없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전시 또는 배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조치를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선 본 사안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이 스위스이므로 

스위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침해의 정지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위해서도 스위스 현지의 사법당국에 신고, 고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참으로 난감하고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비록 저희 위원회가 저작권 보호기관으로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업무에 머물고 있으며 

개개인의 모든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저작권 및 국제분쟁에 관한 법무법인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상 특정 

법무법인을 소개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제정보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소중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범이 
받은 
편지

박준범



48

49

D
on ’t  Panic  

Partner Wanted 

구민자

구직광고

김재범



50No Privacy

박재영 & butterc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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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12월 21일

스페이스 오뉴월

기획: 고동연

참여작가: 이완, 김재범, 박재영, 함혜경, 임상빈, 김아영, 조영주, 박준범, 송호준, 구민자

도록 디자인: 이수경

인포그래픽 디자인: 박창식

설치: 힐긋

협력: 스페이스 오뉴월(대표: 서준호, 강상훈)

큐레이터: 송고은

후원: 서울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한국예술위원회

펴낸곳: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November 28-December 21, 2014
Space O’NewWall, Seoul

Curator: Dong-Yeon Koh
Artists: Wan Lee, Jaebum Kim, Jae Young Park, Hye Kyung Ham, Sangbin Lim, Ayoung Kim, 

Youngjoo Cho, Junebum Park, Hojun Song, & Minja Gu. 
Design: Sookyung Lee
Infographic Design, Changsik Park
Installation and Exhibition Design: Hilgeut

Collaborated with Space O’NewWall (Juno Seo, Sanghoon Kang)
Curator of Space O’NewWall: Goeun Song

The exhibition is sponsored by Seoul Cultural Foundation,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Arts Council Korea 
Space O’NewWall Pub.,Seou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other forms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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