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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내가 필란드의 전원에서 있으
면서 했던 작업 중의 일부다. 그 지역은 농지
와 숲, 호수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른 아침에는
짖은 안개로 덮여있을 때가 많았다. 나는 긴 노
출과 무한한 피사계 심도, 바네트 효과가 가능
한 핀홀 사진기를 이용해 작업했다. 이 사진은
가문비나무와 자작나무를 배경으로 한 밀꽃밭
을 담고 있다.

나의 작품은 지리와 역사를 체험하고 기억하
는 다차원적인 방법의 사진과 시간 기준 설치
물로 구성되어 있다. 아티스트로서 나의 작업
들 중 여러 창작 프로젝트에서는 합작이 중요
한 역할을 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960년대에
서 1970년대의 중국 시네마, 그 시대 중국 시
민들 사이의 사회적 정치적 격차, 그리고 동시
대 청소년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중국 우한
의 현지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그 시대의 영화
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책들이 포함된 넓은 섹
션을 발견했다. 책에는 영화의 스틸 사진과 함
께 대화나 나레이션이 삽입되어 만화책이나 그
래픽 소설처럼 읽을 수 있었다. 후베이 기술대
학의 미술/디자인과 학생들과의 합작을 통해
책에 있는 영화 스틸을 하나씩 선별하여 재현
하고 회상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다.
학생들을 만나서 이러한 역사적인 개작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중요한 양상이다. 나는 이방인이라서 아직 중
국의 역사 중 신비로운 것들이 많다. 나의 합작
자인 젊은 미술/디자인과 학생들도 부모님들
과 조부모님들이 살았던 역사와는 사실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과 묘사를 통해 신체
적, 정신적으로 중국의 과거와 연결될 수 있도
록 작업함과 동시에 지역과 국제 사회에 중국
의 역사적인 유명 문화와 표현에 대한 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

내가 겪고 있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청춘은 편안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
끼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가족, 친구들이 함께
하는 현재의 편안함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청춘’의 사전적
의미는 ‘푸른 봄’ 이다. 그렇기에 청춘은 가장
따뜻한 계절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가올 계
절에 대한 불안함도 가지고 있다. <환절기> 라
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해 오염 물질을 들이마시지 않는 가장 흔
한 방법 중 하나는 마스크를 씀으로써 공기의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것이다. 중국에서 지내
고 있는 미국 출신 방문자 아티스트로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은 미국에서 보던 일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도 로스 앤젤
레스처럼 대기 오염과 싸우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들이마시는 공기가 위험
하다는 이유로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
습은 거의 볼 수 없다. 나는 마스크를 쓰는 목적
의 이중성에 흥미가 생겼다. 마스크는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신분을 숨겨 주기도 한다.
마스크는 사용자에게 오염으로부터 보호 받는
느낌도 주지만, 익명성과 신비감의 요소도 동
시에 제공한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끼친 영향 중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안면 마스크이다.
중국의 대기는 많은 양의 오존, 이산화황, 이
산화질소, 그리고 다른 독소들로 눈에 띄게 오
염되어 있다.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호흡 부
전, 질병, 그리고 죽음을 유발한다. ‘Portraits of
China(중국의 모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
로젝트로, 이런 대기 오염이 만들어 낸 중국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기 오염 상태가 중
국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이다. 오
염의 순환은 모든 생태계에 존재한다. 대기는
비를 통해 토양에 영향을 주고 토양은 지하수
를 오염시킨다. 채소와 과일은 수확되어 오염
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중국 농지의 10분의
1 이상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와 같
은 오염 상태가 현재 성장 및 에너지 수요와 싸
우고 있는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진이 공간과 시간을 축소하는 것을 보면
흥미롭다. 건설과 붕괴, 인간이 생활하는 것과
이동하는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 신기하다. 사
진은 문화적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
게 해주며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무엇이 특별한 지 보게 해준다.

저는 회화와 사진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아티스트
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에서 학업을 하
던 때, 도시 옆에 있는 바다를 보러 자주 갔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모래사장을 거닐다보면 여
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부터 타지에서 기숙사생활을 한 이래로 오랜
시간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 특히나 지구 반
대편에서 생활했기에 더 애틋하고 그립게 느껴
졌다. 바다로부터 보이지 않는 저 먼 수평선 넘
어 한반도가 있었고, 그곳엔 나의 부모님이 계
셨다.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시작점이다. 바다 위 뜨거운 태양 볕을 담고 있
는 물결은 무심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다. 그
것은 바람에 의해 끊임없이 소멸하고 생성하
며 ‘탄생’과 ‘죽음’에 대해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 프랑스어로 ‘바다’(La mer)는 ‘어머니’(La
mère)와 발음이 같다. 그 물결을 사진에 담아보
니 세월의 일면을 포착했고, 그 안에서 멀리 떨
어져 계신 내 어머니의 주름이 보였다.

10년의 시간차가 공존하는 <The Corner of
the Gaze>연작은 현대적인 주체들이 처해있는
공간성을 상징하는 소우주의 모습이다. 작품은
실존, Memento Mori, 이상과 현실, 상승과 하
강, 생명, 사랑, 여행, 시간성과 관련된 인간의
거대서사를 담고 있는 총체적인 그릇과도 같은
세상이다. 작품은 삶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
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초현실적인 시각이미지
로 상징화하여 표현하며, 서사적인 구조에 관
한 시각화의 과정과 시간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세상을 관통하는 사유의 과정은 이미지
와 색을 공간속에 설정하는 내적 동기가 되어
조형질서를 모색하는 바탕이 된다.

지난 2년간 디지털 이미지가 투사된 야경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네가티브 샌드위치 기법
이나 포토샵 레이어링 같은 촬영 후 편집 기법
보다는, 나는 과거의 파편들이 어두워진 풍경
으로 드리워지면서 빛나는 모습에 매료되어 왔
다. 이러한 구조물 위로 비추어진 아날로그적
이면서도 물리적인 이미지의 발현은 장소성과
기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강렬하고도 뇌
리에 남는 경험이 된다.

This image was part of body of work created during my stay in a rural part of Finland.
The area was mixed with farmland, woods,
and lakes, which were often covered in fog
during the early morning hours. I used a medium format pinhole camera that allowed for
long exposures, infinite depth-of-field, and a
vignette. The photograph is of a field with
blooming wheat flowers in the center and
backgrounded by spruce and birch trees.

My work consists of photographic, and
time-based, installations that explore the
multi-dimensional ways in which geographic
locations and histories are experienced and
remembered. In my practice as an artist,
collaboration has often played a key role in
many of my creative projects.
My current project is inspired by 1960s1970s era Chinese Cinema and the social
and political gap between citizens who lived
through that time period and the country’s
contemporary young adult generation. While
browsing a local bookstore in Wuhan, China,
I came across a large section of books illustrating films from this era. The books read
like comic books or graphic novels, depicting film stills with dialog and narration below
each image. Working collaboratively with Art
and Design students at the Hubei University
of Technology, I have been re-creating and
re-imagining selected film stills from some of
these books, one story at a time.
Engaging with the students, and encouraging them to be a part of this historical
re-telling,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project. As an outsider, much of China’s history
is still very mysterious to me. As young Art
and Design college students, my collaborators are also somewhat distanced from this
history that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have lived through. Together, we are creating
work that allows us all to engage, physically
and mentally, with narratives from China’s
past, while inviting the loc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gage in a dialog
about popular culture and representation in
China historically and contemporarily.

‘어머니’를 상징하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인물이 등장한다. 사진속의 인물은 시선을 카
메라에 두지 않는다. 배경과 인물의 시선을 통
해 편안함 혹은 따뜻함, 불안함의 사이를 표현
하고 싶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지금의 ‘나’ 일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또 다
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그 모습들은 어머니
의 품에 안겨 있기도, 떨어져 있기도, 그리고 놓
여있기도 한다.
There is always one thing that I would
love to talk about. ‘Cheong-Chun’, my youth
in translation, is something that I’m getting
through. In Korean dictionary, ‘Cheong-Chun’
means the spring with blue sky when flowers bloom. On one hand, ‘Cheong-Chun’ is
a very unstable moment because of the unknown future that I soon will face. On the
other hand, ‘Cheong-Chun’ always comforts
me with my beloved family and friends that
I can lean on whenever I need. Having stood
up in between uncertainty and comfortness,
I felt that I’m in the middle of the changing
season.
Nature gives birth to all living things on
the earth, and this is why we call mothernature.In my every single picture, there is
a figure who doesn’t look at the camera. I
guess he would be facing the change of season that I’m facing with anxiety. The figure is
in the arms of mother-nature, the comfortzone where I can go to, lean on, and cry out
all day long. This series of works reflects my
life and the youth who are concerning their
unknown future.

One of the most common ways to prevent
inhaling harmful pollutants is by filtering the
air with a mask. As a visiting artist from the
United States living in China this site is unlike
my normal daily observations. There are cit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struggle with air
quality, most noticeably Los Angeles. But it
is rare to see someone wearing a mask on a
daily basis because they believe the air they
breathe is dangerous. I am interested in the
duality of their purpose. Masks not only protect a person, but also shield their identity.
Masks inevitably provide a sense of security
from pollution, but they also provide an element of anonymity and mystery.
Facemasks are the most recognizable affect of air pollution in China. The air is thick
and visibly polluted with ozone, sulfur dioxide, nitrogen dioxide, and other toxins in the
air. These pollutants cause respiratory failure,
illness, and death. Portraits of China is an ongoing project documenting daily life in China
as a result of this pollution.
The larger question is what the full affect
of this pollution is for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cycle of contamination is present in all forms of life. The air affects the
soil through rain and the soil contaminates
ground water aquifers. Vegetables and fruits
are harvested as direct agents of pollution.
Over one tenth of China’s farmland i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How will this
affect the future of China as it continues to
struggle with growth and energy demands?

나의 작품들에 있어서 또 다른 주요 테마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본질과 흔치 않은 사진 복
사 기법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파노라
마 사진은 “더 사실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세
상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제시
해 준다.
본 시리즈는 일본의 도시 건축에 초점을 맞
추었다. 작품들은 순서대로 찍은 여러 개의 사
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들은 컴퓨터 작
업을 통해 이어졌다. 나는 일상적인 건물의 매
력에 대한 작품, 특히 더 큰 규모와 파노라마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시적인 관계가
좋다. 보는 이가 건물과 공간의 관계를 비교하
며 여러가지 역사가 이 넓은 시야의 사진을 통
해 살아난다. 보는 이는 예상치 못한 병치와 기
발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 am interested in the way photographs abstract space and time; how they can capture
cycles of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and evidence of people living or just passing
through. Together, the images present questions about cultural authenticity and what
makes one location unique from any other.
Another larger theme in my work explores
the nature of human perception and how unusual types of photomechanical reproduction
can make us think about our world in a fresh
way. A panoramic photo is not “more real”
but simply gives a new facet on how to think
about how we see.
This series focuses on Japanese urban architecture. The pictures are composed of individual photographs, shot in sequence, and
then stitched together on a computer. I love
the poetic relationship presented by making
art about the grand qualities of mundane
buildings, especially in a large-scale, panoramic format. Layers of history are brought
to life in this wide angle of view as the eye
compares the relationship of buildings and
the spaces between them. The viewer discovers unexpected juxtapositions and whimsical
details.

사진이 가진 이중성, 혹은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아
날로그 매체 (film) 와 디지털 매체 (App , 필터, etc) 의
융합으로 “ 모순 “ 이라는 주제에 접근 하려 합니다.
아날로그적인 자동카메라와 필름, 아크릴 물감 등
을 이용하면서도 스마트폰과 SNS의 빠르고도 간편한
그러나 다소 과한 견고성과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한
장의 사진 혹은 캔버스에 담아 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할
수도, 혹은 기계의 힘을 빌려 왜곡할 수도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저는 어떤 대상과 장면, 행위 들의 순간 (찰
나) 을 프레임에 담아 다시 그것을 저의 방식대로 덧
입혀 끊임없이 재생산 하고 복제 합니다. 즉 하나의
그림, 혹은 한장의 사진이 태초의 상태에서 멈추지 않
고 저의 추가적인 의지개입으로 다시 새로운 작업으
로 재탄생 됩니다. 사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단
점인 복제와 유통, 그리고 왜곡성을 저만의 방식대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그
에 대응하는 대중들에 의해 하루하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빠르게
확산되는 SNS와 소위 일컫는 “Web의 시대” 의 병폐
들이 존재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직접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현
저히 줄어들고, 아티스트 들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작업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공허
함” 이라는 공통적인 감정이 유발됩니다. 저는 이것
을 “ 감정의 파산 ( emotional bankruptcy ) “ 이라
정의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편린들을 인위적이지 않게 프레임
에 담고 추가로 다른 매체를 덧입혀 공허함 위에 또
다른 감정을 대중들에게 유발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함이 저의 현재 작업 목표 입니다.
I am an artist working mainly on paintings and
photographs.
I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eme of “contradiction” with the fusion of analog media (film) and
digital media (App, filters, etc.), based on the duality
or diversity of pictures.
Using the most analogue automatic camera and
film and acrylic paints, I would like to capture the
quick and easy but somewhat excessive rigidity and
artificial beauty created by smart phones and SNS
in a picture frame or canvas.
In this modern society where anything can be
distributed to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or be
distorted by the power of machine, I would like to
capture a moment of an object, scene or action in a
frame and constantly reproduce and duplicate it by
overlapping it in my way. That is, a single painting
or picture does not stay in its original state but is
reborn as a new artwork by my additional intervention. I would like to express in my own way the
bigges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ictures:
duplication, distribution and distortion. The modern
society develops every single day as quickly as we
cannot even notice it, by constant changes and the
public responding to such changes. However, ills of
the rapidly spreading SNS and so-called “the Era of
Web” exist on the other side of it.
That is, the time people and people share together significantly reduces, and artists are able
to produce works without constraints of place and
time and are given unlimited choices and possibilities, but at the same time, it causes a common
emotion “emptiness.” I define this as “emotional
bankruptcy.”
The current aim of my work i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by capturing their very ordinary
everyday in frames by the way they do not look
artificial, adding them with other media and inducing other emotions over emptiness from the public.

작품은 <The Corner of the Gaze>연작
이외에도 회화작품으로 구성된 <소망여행>,
<상승과 하강이 뒤범벅된 세상>연작과 회화
와 사진을 함께 구성하여 표현하는 <Space in
Between>연작 등이 있다.

Untitled : Synonyms, 2015

Spotsylvania 1, 2015

이 작품은 전장 시리즈 중에 하나다. 프레더
릭버그 스포칠베이니아 국립군사공원의 허락
을 받아서 내전 당시 병사들이 쓰러졌던 장소
에 부상 당한 병사들의 기록 사진을 투사하였
다. 이 시리즈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비극을
기억하고, 특히 150년간 극변해왔던 이 특정한
장소에 희생자의 잔상을 되살려 냄이 가져다주
는 기념비적인 효과에 특히 흥미가 있다.
Over the past two years I have developed
a process for making photographs that records digital images projected upon specific
landscapes at night. Rather then a post-production collage via negative sandwiching or
Photoshop layering, I am deeply interested
in how projected fragments from the past
are simultaneously supported by and illuminating of the darkened landscapes they are
cast upon. I believe this analog, physical integration of image wrapping over structure
allows a more striking and haunting visual
experience,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memory can be more thoroughly
investigated.
This specific work is a part of the Battlefields Series. With permission from the Spotsylvania & Fredericksburg National Military
Park, this work utilizes projections of archival photographs of injured Civil War soldiers
back into the specific landscapes where they
fell. In this series, I am interested in how we
memorialize tragedy and specifically how this
relocation of the presence of victims serves
as an effective touchstone, highlighting the
drastic changes these sites have undergone
in the intervening 150 years.

Jesse Chun

Hope, 2005
White And By You, 2005
Butt Lovers, 2005

Adrienne Defendi
유의어

나는 흔한 가정 실내 장식의 사진을 관찰하
여 집에 대한 소비자의 염원을 해석한다. 집 주
변과 인테리어 디자인 잡지 조각이나 쌓여 있
는 잡지들을 다시 촬영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해석한다. 지어진 공간에 디지털 및 물리적인
간섭이 이루어지고 결과로 나온 사진들은 이동
성과 지향성 사이에서 교차하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머물고 이동하는 우리의 상
태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Synonyms
I investigate the ubiquitous images of
home décor to decode the consumer aspirations of home. I re-photograph the peripheries, fragments and layers of interior
design magazines, and translate them into
new interspaces. The constructed places are
also visited by digital and physical interventions - the resulting images create a spatial
experience that intersects between displacement and desirability. They contemplate our
synonymous modes of dwelling and locating.

“Hope,” “White and By You,” 그리고 “Butt
Lovers”는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곳 A Place
Called America”라는 시리즈 중에 일부이다.
이 시리즈에서 나는 친근하고도 낮설은, 아이
러니하고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 신화적인 “
아메리카”에 대한 무언가를 포착해내려고 하였
다. 이 사진들은 켈리포니아의 한 작은 해안 도
시의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 퍼레이드를 담
을 것이다. “Hope”은 퍼레이드가 시작하기 전
이름 아침의 모습이고, “White And By You”는
퍼레이드의 모습을, “But Lovers”는 퍼레이드가
끝난 후 하루를 마치며 찍은 사진이다. 이 행사
가 내가 참석한 난생 처음의 독립 기념일 퍼레
이드 였는데, 이러한 화려한 행사와 애국심에
흥미를 느꼈고 이의 다채롭고 연극 적인 모습
에 의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내가 사용한 여러 종류의 카메라 중, 홀가 카
메라(두 개의 조리개와 네 개의 초점 거리가 있
는 플라스틱 렌즈의 플라스틱 중형 필름 카메
라)는 이 카메라의 뒤쳐진 성능으로 인해 나에
게 재미있고 신선한 자유로움을 선사했다. 나
는 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데, 왜냐하면 이 카메라로 종종 뜻밖의 구성과
상황, 색상의 어우러진 경의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ivistic, 2013
Moon Phases One, 2014
Moon Phases Two, 2014

Luc Demers & Peter Precourt
우리의 콜라보레이션은 본래 각자 하던 작
업들에서 비롯되었다. Lec Demers는 몇 년 동
안 블랙보드 이미지, 밤 하늘의 일시성, 그리고
사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오고 있다. Peter
Precourt는 그의 그에서 도해법과 시각 언어
를 사용하여 지식과 교육에 대한 발상을 연구

Untitled from the series Fugitive Landscapes, 2011

Geoff Delanoy

Heidi Haire

이 사진은 개조한 홀가 카메라로 찍은 “도피
적 풍경” 시리즈중 하나로, 지역과 사색적 소
통을 하며 나온 결과물이다. 켈리포니아 해안
의 포인트 레예스 해변의 지형, 환경의 끊임없
는 변화와 풍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담은
작품이다.

본 작품은 Courtney McManus와 합작으로
만든 퍼포먼스 작품 “Free Boob(자유로운 가
슴) (탈라하시 및 주변 지역)” 시리즈의 작품
들 중 하나이다. 일상에서 신분에 대한 의문과
이행을 얘기한다. 북 플로리다 주에서의 흔한
일상에 동참하던 중 우리는 북미 여성들에 대
한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관
찰해 보기로 했다. 탈라하시는 보통 날씨가 굉
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나는 탈라하시에 있
는 보통 남자가 하듯 공공 장소에서 셔츠를 벗
고 활동했다.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에 대
한 법은 플로리다 주와 미국에서 지역마다 다
르기 때문에 공공 장소에서 셔츠를 벗고 다니
는 것이 대중적이지는 않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했다. 합작을 통해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같이
그리고 따로 작업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는
블랙보드 이미지화 그리고 줄어드는 문화 유
산에 대한 다른 감정과 변화하는 감정을 들여
다 본다.
최근에 우리의 합작은 NASA 기록 보관소에
있는 달 사진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가 만든 이
미지들은 내용과 재료 사이의 연결성을 반영한
명상을 하게 해 준다. 칠판에 그린 달에는 흥미
로운 의미들이 있다. 지구를 돌고 있는 먼지 가
득 위성을 분필로 그린 그림, 사진을 통한 달에
대한 시각적인 교육, 칠판을 통한 교육,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밤 하늘의 달이 금방 지워지
는 분필로 그려졌다는 사실이 그에 포함 된다.
The origins of this collaboration originate
in our own art practices. For a number of
years Luc Demers has been exploring the relationships of the blackboard image, imper-

The images Hope, White And By You, and
Butt Lovers are part of an on-going series
entitled A Place Called America that aims to
capture something about a mythical place
called America – a place that is familiar and
foreign, ironic and nostalgic. I photographed
these particular images while in a small seaside town in California during an annual July
4th parade: Hope, early morning before the
parade began; White And By You during the
parade; and Butt Lovers well after the parade was over at the end of the day. This was
the first July 4th parade I had ever attended,
and I found the pageantry and patriotism
fascinating with an unexpected beauty in its
colorful and theatrical nature.

manence of the night sky, and photography.

Whereas I might have shot this series with
many other cameras, the Holga camera (a
plastic medium-format camera with a plastic
lens, the choice of two apertures and four
focusing distances) allows me a playful and
refreshing freedom in its very lack of technology. I love shooting with it, and often marvel
at the seemingly serendipitous way composition, chance and color come together.

materials. We enjoy all of the implications

Peter Precourt has utilized the iconography
and visual language of the blackboard in his
paintings exploring ideas surrounding knowledge and education. In working together we
have developed a collaborative way of creating, working on the same pieces side-by-side
and in secession, which explores our different
and changing feelings about blackboard imagery and its waning cultural legacy.
Recently our collaboration has focused
on photographs of the moon in the NASA
archive. The images that we create have become a contemplative exercise, which reflects
on the connection between content and
that chalk drawings of the moon offer: drawings made of dust of the dusty rock orbiting our planet, the visual education of the
moon through photography,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from the chalkboard, and the
seemingly eternal presence of the night sky
rendered in dust so easily erased.

Free Boob (Tallahassee and Surrounding Areas),
2015

This image from the series Fugitive Landscapes, made with a modified Holga camera,
is the result of a contemplative interaction
with the terrain. My work responds to the
topography of Point Reyes Seashore on the
California coast and the constant flux of the
environment and the impact of the elements
upon the landscape.

This image is one from a series that documents, “Free Boob (Tallahassee and Surrounding Areas),” a performance piece with
my collaborator Courtney McManus. This
piece is a question of identity and the performance of identity in everyday life. While engaging in activities that are common in North
Florida, we took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se activities in a capacity atypical to the
North American female gender stereotype.
I performed these activities in public places
in the manner that a man would, without a
shirt, as it is often very hot and humid in Tallahassee. While laws regarding the visibility
of breasts by women vary throughout Florida
and the United States, the act of being topless in public is not yet widely supported by
the populace. I am hopeful someday i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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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r Lash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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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 Ren

Lindsay Hill

Rebecca Drolen

Ding Ren의 연구에서는 현장 접근 방법으
로 해외와 모국의 접합점에서의 비교 문화 패
턴을 조사했다. 그녀의 연구는 중국, 미국, 그리
고 네덜란드의 문화 사이에서 생활한 경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지
형과 지리에서 예상된 패턴이 아니라 예측되지
않은 패턴에 흥미를 가졌다.

나의 사진 작품들은 내가 자란 동쪽 텍사스
지역을 형식적이고 건축학적인 접근법으로 보
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구성적 접근법은 정
면의 건물들을 격리시켜 보는 이가 벽의 창문
과 출입구를 통해 그 안의 열린 공간에 대한
깊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복적이고
겹겹이 쌓는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에 흥미로
움을 더했다. 이러한 장소들을 관찰하면서 내
자신과 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는 것에도 집
중한다.

“Hair Pieces”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향해 가지는 변덕스러움에 대해 살
펴본 작품이다. 어떤 머리카락은 소유하고 싶
어하며 기르고 소중히 가꾸지만, 어떤 머리카
락은 부끄럽게 여기고 가리거나 자른다. 머리
카락이 우리의 몸에서 잘려 나가면 더러운 취
급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체보다 더
오래 보존되며 죽음과 부패를 거스르기도 한
다.

그녀의 주된 관심 분야는 일상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빨래 너는 방법 또는 지리와 사고방
식의 연관성과 같이 문화를 초월하는 세계적인
상징 및 연관성이다. 그녀의 사진은 “심리-지리
학적” 조사와 같다. 세상을 더 직관적으로 보는
접근법에 관한 것이다.
작가의 아날로그 사진들은 색감, 빛, 그림자,
그리고 구도로 아름답고 두려운 감정을 이끌어
내는 숭고한 매력이 있다. 사진들은 직접적인
환경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감정과 인간 조
건에 대한 작가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다. 아날로그 사진 촬영을 진행
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인 방법을 결합한 Ren
의 작품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신체
적,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With a field-driven approach, Ding Ren’s
practice examines cross-cultural patterns at
the junction between the foreign and the familiar. Her work is informed by the experience
of living in-between cultures: betwee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Instead of obvious patterns, she is interested in
the ones that are subtle and nuanced—traces
in the topography and geography.
She is primarily interested in universal
symbols and connections that can transcend
cultures, through common everyday observations like the way laundry is hung to dry an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y
and mindset. Her photography is a type of
“psycho-geographic” investigation, it is about
a more intuitive approach towards seeing the
world.
The analogue photographs of color, light,
shadow and textural forms possess sublime
qualities that conjure up feelings of both
beauty and fear. These photographs are
meant to show a connectedness with the immediate environment as well as express an
inner personal state that stems from Ren’s interest in emotions and the human condition.
By combining an intuitive way of working
with analogue photographic processes, Ren’s
work provides both physical and conceptual
stability to an otherwise fast-paced and fleeting world.

My photography work is centered on a
formal, architectural approach to viewing
the area of East Texas that I grew up in. My
compositional approach is isolating the facade buildings and forcing the viewer to find
depth within open spaces in the windows
and openings in the walls. I employ repetition and layering to create interestingness
within my work. I focus on exploring these
places as a way to further explore myself and
my childhood.

나는 사람과 머리카락 사이에 있는 아름다
움과 기괴함에 흥미가 있다. 머리 스타일로 가
지게 되는 생각이나 자아상에 대한 규칙들도
흥미롭다. 본 작품에서는 사진과 자화상을 중
간 매체로 사용하여 시각적 유희 그리고 때로
는 사회적 평가로 사용되는 묘사들을 작성했
다. 이러한 사진과 그림에서 표현되는 아름다
움과 혐오스러움이 성장과 거부에 대한 이야
기를 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 이야기들이 머
리카락과 그 모양의 초현실적인 관계를 들여
다볼 것이다.
Hair Pieces explores the fickle relationship
most have with their body hair. We consider some hair very desirable and grow and
groom it with care, while we treat other hair
as shameful and cover or remove it. Once
hair has become disconnected from our bodies, we treat it with disgust, yet it has an archival, lasting presence that outlives the body
and defies death and decay.
I am interested in the line between the
beautiful and the grotesque in our connection with hair. I am intrigued by the rules that
guide our ideas and self-image in relation to
our tresses. In the work, I use photography
and the self-portrait as a medium to construct narratives that function both as visual
puns and, at times, as social critique. I hope
to use the beautiful alongside the repulsive
in these images to tell stories of growth and
removal as they examine a surreal relationship between hair and its place.

3Mainzer2, 2013
Bleich, 2014
Vorstadt, 2014

오화연
CIGARETTEN
-골목마다 자리잡고 있는 시간의 흔적을 품
고 있는 담배 자판기.
세월이 흐르고 주변에 모든 것들은 변했지
만 자판기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단순히 낡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는 빈티지처럼 지나온 시
간만큼 인공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
운 시간의 흔적들로 뒤덮이게 된다. 그 흔적은
각 자판기마다 묻어 나와 지니게 되는 색도 느
낌도 다 다르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
다.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흔적
을 담아내는 것이다.

상상 속 숨바꼭질 #08, 2015
상상 속 숨바꼭질 #02, 2015

Diamond Garden, 2015
Diamond Garden #2, 2015
Mermaid Island #3 (Performance Art), 2015

MoM, 2015
This is My Hugging Cactus!, 2015

Re-ordering the Museum: Comparative Asian Sculpture/Connecting the Collections (1-2),

Gender-1, 2013
Gender-3, 2013

Casa Mona, 2015
222 Ormsby, 2015
Derek Zoolander Center, 2014

문해리

Blond Jenny

Sarah Coates

Isabel Seliger

김 범 학 Beom Hak Kim

Brett Suemnicht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
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두 가지 다른 이상향이나 이념을 한가지로 만
들어 더 나은 이상적인것을 제안한다. 미국에 건
너와 작업을 하면서 노스텔지아 시리즈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몇컷의 사진과 영상으로 두가지
삶의 이야기를 한다. 서구 음식에 길들여져야하
는 자신, 보고싶은 가족, 본인이 서 있는 장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어 한국 국기가 장식된 방
에 한국 음식과 섞여있는 서양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블론드 제니, 좋아하는 곰
을 American Bear 라는 상징적인 캐릭터를 통해
미국과 가까와지고 있는 모습의 스톱모션 영상,
그리고 가족들이 결여된 상황을 외국엄마와 할
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실
제로도 가깝게 지내면서 작업한 Happy Father’s
Day 와 Happy Mother’s Day으로 전개된다.
미국인 남편과의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좋아
하는 Fairy Tale 에 관심을 갖게된다. 아버님이
사시는 Pennsylvania 와 어머님이 사시는 Santa
Cruz 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연과
그리고 시공간에 대한 생각은 Nazareth Mermaid, Father Land, Mother Land, 그리고 Mermaid Land 와 같이 현실에는 없지만, 타이틀과
Mermaid 이미지로 재구성된 사진을 통해 현실
과 이상을 하나의 단편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이상향을 담은 Diamond Space Garden, Himalaya Diamond 등의
우주 스페이스와 히말라야등과 같은 눈이덮힌
아름다운 자연이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나가 된
이미지를 디지털 사진으로 작업하고 있고, 이렇
게 작업중에 사용된 블론드 제니는 어릴적 TV
에 등장한 만화캐릭터를 그대로 제현하고자 핸
드메이드 가면을 사용한 작가의 퍼포먼스이다.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마법, 열망, 그리고 재앙
이 가득했던 꿈을 반영한 네러티브를 만들어낸
다. 사진들은 네러티브를 보여주는 장이 된다.
을 한다.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다. 역
사는 보통 개작 시 왜곡되거나, 그림자를 동반
하거나, 열망으로 가득하다. 묘사와 설명을 작
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
다. 그 중 많은 것들은 나의 부모님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섬유 기법, 사진, 글쓰기(어머
니와 아버지의 전공이자 집착이었다)가 있다.
이 사진은 어머니의 사진이지만 아버지를 더
가까이서 찍기 위해 찍은 것이다. 부엌 창문을
통해 찍은 이 사진은 산을 더 가까이서 찍기 위
해 찍은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릭스 박물
관의 아시아 컬렉션, 아시아 미술 박물관(베를
린)과 기메 미술관을 들여다 본다. 다양한 아시
아 국가와 전통의 6가지 주요 조각상을 보통의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날짜, 종류, 학교, 종료,
국가에 따른 관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한 곳
에서 전시함으로서 이러한 문화적인 미술 작품
을 다국적, 다문화, 그리고 학제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만들었다.

우리는 대부분 매체에서 만들어낸 동성애자,
트렌스젠더의 이미지만을 보고서 실제로 그들
을 만나보거나 어떠한 관계를 맺어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거나 혐오감을 나타낸다.

Brett Erich Suemnicht은 작업에서 심리적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생각
의 가변성에 대하여 연구하며 그들의 괴상함
(queerness)을 문화적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여긴다. 그들은 성, 자본주의,
가정의 안락과 관련된 문화적 계층 구조를 연
구한다. Brett은 발견한 이미지, 판화 작업, 인
디 잡지나 아티스트 북과 같은 매체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식의 작업을 한다.

어린시절 가지고 놀았을법한 물건들로 얼굴
과 몸을 숨기지만
내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듯이, 어린시절로
돌아갈 수 없듯이 완전히 숨을 수는 없다.

My work tells the story of the two sides of
my life. I’ve been using both photography and
painting to convey imagery that consists of
true and false, reality and fiction. I express opposite ideals (North and South Korea, Apple
and Samsung , Korea and America, Western
United States and Eastern United States). My
artwork shows the utopia of different ideas
coexisting together for a better good. In my
work two different images are connected by
one. For example, my imaginary animation
character with real humans or a sculpture of
bear highlight issues of communication.
My work is based on things I love like a
bear, family, friends, an d my national identity.
Taking a bear as an example, I made a story
which about an American bear. I talk about
the American bear and Jenny which is my fantasy character. They are strangers that become
friends. I like telling a story using a character
in short stop motion format as inspired by
Charlie Chaplin movies.
After I married my American husband, I
feel more compelled to talk about places in
the USA. I want to capture the beautiful landscapes and great views with my funny alter
ego, Blond Jenny. I use a handmade mask of
the character of the 1980’s cartoon because
Blond Jenny was my fantasy character since
childhood. I am now more comfortable with
American subject matter because it is my new
home and homeland (Blond Jenny).

I create narratives paralleling my childhood
desires, filled with magic, longing, and disaster. These pictures are bookends to a narrative. They are the looking back. Histories
often warp in the retelling, hold shadows, are
hard, or are slick with longing. I use a variety
of materials and processes in my creation of
these narratives. Many of them are connected to my parents, such as textiles, photography, and writing (my mother and my father’s
obsession and profession). This photograph
of my mom I took to get closer to my father.
This photograph through my kitchen window
I took to get closer to the mountain.

박물관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지리/미술
적 역사의 경계를 풀고 박물관 작품들을 새로
운 개념과 공간의 해석으로 생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 작품들을 같은 시야
안에서 감상하는 것은 성문화된 불교와 힌두
신 도상에 대한 새로운, 비교적인 관점을 열어
준다. 또한, 신의 수동적인 시선의 역할이나 본
성과 같이 미술의 역사에 대한 묘사에서 비중
을 차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점도 열어준
다. 더 나아가 유럽 미술 시장에서의 디아스포
라와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아시아 미술
컬렉션 역사에 식민지가 끼친 영향)에도 초점
을 맞춘다.
This project examines the Asia collections
of the Rijksmuseum, Amsterdam, the Museum of Asian Art, Berlin, and the Musée
Guimet, Paris. By the example of six major
sculptural work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and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it proposes to bring these objects of culture into
a transnational, cros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context by showing them side by
side for the first time, i.e., outside of the conventional classificatory systems of date, style,
school,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that are
typically used in a museum setting.
Re-ordering the museum here means the
opening of geographical and art historical
boundaries, and to re-think museological
objects on new conceptual terms and spatial definitions. For example, looking at these
artifacts in a shared visual context reveals
new and comparative vantage points on the
highly codified iconographies of Buddhist
and Hindu deities, as well as aspects that
conventionally do not play a role in art historical narratives such as the role and nature
of the deities’ passive gaze. Other important
questions, such as the shared experiences as
a diaspora on the European art market, i.e.,
the colonial implications of the history of collections of Asian art, come into focus as well.

소수자들의 성교를 최대한 미적이고 성적 매
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진으로 담았다.
이 사진을 보는 관람객이 편견을 가진 사람
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새롭고 매력적인
경험으로 다가왔으면 한다.

2011년 시작한 “Show House”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사는 공간이자 공연장으로서의 집
을 담고 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
의 DIY 장소를 묘사한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모델 하우스,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
연장, 퀴어 공간 등과 같은 대안 공간을 기록하
는데 주력하였다. 사진들은 일년 이상 유지되
지 않을 일시적인 주거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Show House는 지역 주민에게 자본주의, 이성
애 규범성,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아카이브다.
전시된 작품들은 미시건 칼라마주, 펜실베
니아 피츠버그,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찍은 사
진들이다.
Brett Erich Suemnicht considers identification to be a driving focus in their studio
practice. They examine ideas of fluidity and
use their queerness as a point of reference as
interrupt cultural norms and standards. They
look at cultural systems of classifications focusing on gender, capitalism and domestic
comfort. Brett channels his work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hotography, found imagery, printmaking,
zines and artist books.
Show House started in 2011 is an ongoing
photographic project depicting homes that
are living spaces as well as music venues.
The series depicts DIY spaces throughout the
midwest and ea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The project focus’s on capturing spaces that
serve as alternative venues including show
houses, all ages venues, and queer spaces.
The photographs show living spaces that are
ephemeral and generally don’t last longer
then a year. Show House is an archive of
space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ties that challenge capitalism, heteronormativity, and racism.
The represented photographs are from
houses located in Kalamazoo Michigan; Pittsburgh Pennsylvania; and Milwaukee Wisconsin.

事物 / Ordinary object, 2012

Portrait of Q (West/ East), 2014
Reconstruct, 2012
The Sitter, 2014

Karen Larson-Voltz
나의 작품은 사진이 찍히고 난 후의 삶에 대한 것
을 다룬다. 누가 그 사진을 볼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진의 문맥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탐구하면서, 내 작
업과 카메라 콜라지들은 보통 가족 사진이나 우연히
발견한 사진으로 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면, “Q의 초
상화 (서/동)”이라는 사진은 나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준 나의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작품이다. 내 작업
실에서 그가 자동차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나열
하였다. 이는 우리가 살고있는 문화적 순간들을 반영
하고 있는 사진을 찍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일상 생
활을 담은 사진들을 내 출발점으로서 사용하고 참조
하면서, 이런 사진들은 양면의 거울과 같이 작용한다.
한 쪽은 20세기 중반의 미국에 대한 노스텔지아로, 다
른 한쪽은 이미지와 그 오브제성 (object-ness)의 괴
리가 존재하는 현대사진 작업을 위한 렌즈로서 이다.
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사진 작업을 자유
롭게 병행하며 카메라와 작가의 손과의 관계를 멀고
가깝게 병치시킨다. “재구축된 (Reconstructed)”은 다
른 날짜에 찍은 같은 공간의 사진들을 합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소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러한 식으로 작업하면서, 카메라가 나를 저지하는 가
운데 나의 손은 내가 사물을 촉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
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이해하
려는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과 문화,
상상력과 논리를 초월하는 호기심이다. 그리스 신화
를 예로 들면, 린케우스는 그의 동료 아르고나우타이
와 함께 여행할 때 아주 중요한 존재였는데, 왜냐하
면 오직 그의 눈을 통해서만 산악과 지하를 꿰뚤어 볼
수 있었고, 경로를 정하기 위해 거센 폭풍 넘어의 물
체를 묘사해낼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품 “모
델 (the Sitter)”은 예상된 것과 실제 보이는 것의 경계
사이에서의 숙고를 다루고 있다. 최근 나의 작업에서
시간은 영토이고, 내 손은 폭풍이며, 카메라는 린케우
스의 눈과도 같다.
My current artwork is about the life of the image
after it is taken. Who sees it? What does it symbolize? How has time changed the context surrounding
the photograph? As a way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my work and in camera collages often start with
familial or found photographs. For example, A Portrait
of Q (West / East), is an image that commemorates my
grandfather who taught me how to use a camera. In my
studio, I placed slides from his road trips as a way to
connect our photographic practices while reflecting the
cultural moments that we inhabit. In using and referencing vernacular photographs as my departure point,
this source material functions as a two way mirror; one
of mid twentieth century American nostalgia, and secondly as a lens for contemporary art practice, where
the image is becoming distanced from it object-ness.
My studio practice moves fluidly between analog
and digital techniques as a way to juxtapose the camera and the artist hands’ relationship to close proximity and distance. Reconstructed is a photograph that
is comprised of multiple images taken in the same
environment but on different days as a way to reveal
the character of a place. When working in this manner,
my hand allows me to haptically look while the camera
keeps me at bay. Historically one can find numerous
attempts to understand the limits of human perception, which is a curiosity that continues to transect time,
cultural boundaries, imagination and logic. For example
in Greek mythology, Lynceus was indispensable during
a journey with his fellow Agronauts because it was only
his eyes that could see through the mountains, under
the ground, and depict objects miles away to chart a
path through a tempest. Similarly my work the Sitter is
a rumination between expectation and the boundaries
of what is visibly present. Lately I have been thinking of
my artistic practice, where time is the terrain, my hand
is a storm, and the camera might be the eye of Lynceus.

유지영
사물(事物)들은 일상 생활 속에선 그 존재감
이 가볍지만, 미적 표현에 있어선 인물(人物) 못
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오랜 시간 차지해 온 고
찰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 Ordinary object
> 는 제가 2011년부터 작업 해 온 연작으로, ‘
일상 사물’이란 주제와 ‘알고 보면’이라는 부제
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어떤 것이 다르
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
발했고, 제게 그 표현 수단은 사진이었습니다. ‘
어떤 것’이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될 수도, 주방
에서 쓰던 식기 또는 지나가다 발견한 쓰레기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이란 너무나 익숙한
반면에 막상 관찰하면 이질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묘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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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 Garage, 2015
Farm in Garri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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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 Luther

Two White Shirts, 2015
A Set of Lungs Breath In and Out, 2015

CICA Contemporary Photography Exhibition

김범학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중화로 사진은 일상 생
활을 담는 친숙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
진은 단순한 기록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시각
을 담고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CICA 미술관은 현대 미술의 맥락에서 사진 매
체를 사용하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티스트
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찍은 것인가
라는 질문 보다는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
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창 – 현대사진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