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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랑의 연대기 (1)

                 또는 결심(決心)

글 | 현시원 (미술비평)

“투옥 후 어느 정도 지나면 수감자는 대략 8명의 다른 수감자와 한 

방에 갇혔다. 첫 번째 ‘자백’이 통과되면, 처음부터 독방을 쓰고 혼자서 

심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감자는 초기부터 단체 감방에 

배정된다. 감방은 삭막하고 수감자 전체를 넉넉히 수용할 공간은 

거의 없다. 침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수감자들은 모두 바닥에서 잔다. 

그들이 누운 바닥에는 빈틈이 없다. 분위기는 지나치게 친밀해진다. 

프라이버시는 전무하다.”  (2)

1. 수용소

김기라×김형규가 결심한 오늘날 사랑의 도상은 ‘X’ 다. X와 사랑이 

붙었을 때 그것은 부정이자 오독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나는 두 

작가의 X를 바라본다. 첫째 관계가 끝난 특정인 및 기타 등등을 말할 

때 X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X는 이때 지나간 시간대를 도출한다. 

타자화될 수 있는 객관적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는 완료된 

시제가 필요하다. X라니, X의 파트너였던 ‘내’가 3인칭화 가능해야 

‘남 얘기하듯이’ X를 언급하는 일이 내장에서 소화된다. 내가 사랑에 

관해 모처럼 적을 때 진지하게 열어보게 되는 저자인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에서 시인 랭보의 “나는 타자이다”라는 말을 정반대로 

뒤바궜다. “나는 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야 사랑을 보게 

된다고 말. 즉 사랑에 빠지면 해당 주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3) 여전히 나와 네가 미련 감정 부스러기 비슷한 

것들이 섞여 들어간 부대찌개 같은 사이일 때 X는 수렁에 빠진 채 

어떤 이름으로도 건져지지 않는다. 구어체가 될 수 없는 감정의 

뭉텅이로서의 사랑은 구호화되지도 구술화되지도 않는다. 사랑의 혼돈 

앞에서 나조차 소멸될 듯 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름-부르기가 

불가능한 시점이 종료되어야 X는 가능하다. 김기라×김형규가 부르는 

‘X 사랑’은 청량감이 감돈다. 그것은 사랑 앞에 X를 붙여 외재화하고 

있어서다. 그 진지함과 무거움에 약간의 코믹명랑 우스꽝스러움이 

느껴진다. 오늘날 아무도 거대한 ‘사랑’ 이라는 단어를 별 애칭 없이는 

부르지 않기 때문인 걸까. 재능 있는 통속 드라마 표제를 사용해 ‘밥 잘 

사주는 누나’이거나 ‘처음 해본 사랑’이거나 ‘사랑(루머)의 사랑(루머)의 

사랑(루머)’ 쯤은 되어야 ‘메타’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기라×김형규의 전시이자 프로젝트인 ‘X 사랑’은 직선적이기에 

의미있다. 비타협적인 동시에 세속적인 발굴이다. 메타적 사랑이 아닌 

필터링 없는 사랑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가 

된다. 현대미술 자장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김기라가 지금 시점에서 

사랑을 말하겠다는데, 그 안에 무슨 거대한 보석 같은 암호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신약이 개발된 소문이 도는가 하는 기대와 더불어 반가운 

의심도 생긴다. 이 거대하고 너덜해진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사랑’을 

건드리는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공동의 

의제를 건져올리려는 사투인 셈이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돌 하나를 

뒤통수에 맞은 듯 다가온 어떤 질문인 것이다. 두 작가의 이번 전시는 

‘사랑’의 존재론적 고찰을 빙자한 삶의 양태를 타자화하는 관찰-극으로 

문제 풀이된다. 동시대의 공통 의제로서의 사랑은 메타적이기를 

거부하고 X를 붙여 나왔다. 

둘째 X 사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서의 사랑이다. 

짝- 휘갈겨 쓰듯 지워버리는 부호 엑스를 보자. 시원스럽게 돌출된 

사무라이의 칼날처럼 위로 아래로 반대방향으로 그어진다. 지금 

이 순간 ‘종결’을 선언하는 엑스는 무엇인가 끝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무엇인가가 움직였다는, 지속했었다는 운동성의 

상징이 된다. 끝나기 전까지 얼마나 쉬지 않고 움직였던가? 김기라와 

김형규가 펼치는 무대들은 모두 종결 직전의 운동성을 보여준다. 

사랑 자체의 속성을 담은 많은 담론, 잠언들은 사랑을 완료시제로 

바라본다. 카사노바, 대중과의 만남을 사랑하는 스님, 엄마에게 육아 

간호 지식을 알려주는 삐뽀삐뽀 선생님 모두 사랑 비슷한 것을 만드나 

자기는 빠져나온 것이다. 이때의 말은 훈육제다. 막상 자신은 경험에 

직접 가담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시키려는 가사노동 및 돌봄 서비스의 

시스템 스타일의 언어와 행동들을 기술 반복한다. 두 작가의 ‘X 사랑’에 

전시된 작품들의 형식은 완료시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을 다성적으로 

현재화한다. 둘은 행동-하기에 빠져있다. 사랑의 시제가 보안여관의 

전시장을 무대로 동시다발적인 다언어화된 장르의 작업들로 펼쳐진다. 

갈기갈기 뿌리 체를 뻗어나가는 군도의 형태다. 다성적인 중첩된 

현재들이 ‘X사랑’의 작업으로 새로 만들어진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직접 체현하는 작업이 있다면(배우들의 퍼포먼스이자 조작된 시간), 

퍼포먼스 종료 후의 비디오(상영)는 동일한 공간에서 찍힌 다른 

시간대의 사랑-무대로써 재연된다. 전시장에 배치된 영상 작업들은 

기간 중 벌어진 퍼포먼스의 현장성을 완결하여 시각 운동 이미지로 

물질화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X 엑스를 입으로 발음할 때와 X자를 그리는 기분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X라는 이 도형은 뭔가 모르게 연결되고 

배합되는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한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몰골(骨)로서의 X다. X는 두 명의 개인이 하나의 

굴레에 끼어 엉거주춤 하기에는 너무도 빈틈없이 붙여진 상태다. ‘X 

사랑’은 그래서 앞의 두 개념과 정반대로 두 종 이상의 존재가 만나 

결합되는 특정한 꼭짓점을 가진다. 엑스(X)의 가운데를 수박을 가로로 

자르듯이 딱 잘라본다면 그 가운데 배꼽 같은 지점이 있다. 일단 둘 

이상이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사선으로 그어진 두 개의 사선은 곱하기, 

곱빼기 등등 만남의 기호일 수 있는 것이다. 김기라×김형규가 짠 

것은 ‘사랑 관찰극’이다. 이것은 보안여관 건물 특정적으로 근현대 

대한민국의 기숙사 및 여관이었다가 전시장이 된 곳으로 타인의 삶을 

<X사랑> 전시전경, BOAN1942, 2019

Exhibition view of X Love, BOAN194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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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하고 기록한다. 배꼽의 만남에 김기라×김형규가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랑 텍스트를 불러온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고전으로 남은 

그 사랑의 텍스트를 오늘날 현재화하는 방식에서 ‘사랑의 아카이브’가 

꺼내지는 셈이다. 

한편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책 『수용소』에 등장하는 한 구절처럼, 

전시는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유일한 인간관계로서의 사랑을 

다성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무대가 된다. 빈틈이 없고, 지나치게 

친밀하며, 둘 사이의 시공간이 달라 붙어버렸다. 내 글 맨 앞에서 

이렇게 인용된 문장이다. “수감자들은 모두 바닥에서 잔다. 그들이 

누운 바닥에는 빈틈이 없다. 분위기는 지나치게 친밀해진다. 

프라이버시는 전무하다.” 그것은 사랑이며 오늘날의 삶의 투명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김기라×김형규가 구조화한 사랑 대신 빼고 다른 

것들을 데려와 넣어볼 수 있어 보인다. ‘수용소(감옥)’를 통해 총체적 

기관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의 철두철미한 연구에 

꼭 들어맞는다. 사랑 대신에 그것을 ‘X 수용소’라고도 불러보자.

나는 두 작가의 사랑에 대해 사고하는 동시에 어빙 고프먼의 책 

수용소를 읽으며 탐복한다. 수용소의 입소 절차와 복종 세트는 

‘환영식’이라고 불리는 좀 더 정교한 입회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책 

33 페이지 대목에서 밑줄을 긋는다. 환영식에서 ‘결혼식’을 떠올리고 

아뿔싸, 출소자들이 겪는 ‘사회적 운명’(152쪽)이 공간(거주지)을 

따라 새로 각색된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랑은 각자 다른 개인으로 

살아온 시간을 일정 부분 겹침으로서 서로의 불투명성을 투명성으로 

강요하다가 실패하는 극작들이 아닌가. 나아가 책의 ‘4장 의료모델과 

정신병원 입원’의 한 구절에서 어빙 고프먼의 글을 오래 본다. 

“서비스 제공자를 발견하면, 고객은 그에게 자신의 소유물 전체를, 

혹은 소유물의 잔여분 전체를, 가능하다면 이에 덧붙여 고장 난 

부분을 보여준다”(378쪽). 여기서 나는 깜짝이야 하고 놀란다. 사랑을 

서비스의 실체로, 사랑 제공자와 사물을 ‘X’ 라고 부르자. 이 부분도 

두 작가의 전시와 맞물린다. 사랑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따르는 

인격체와 사물(재화) 간의 관계에 Z축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공유하는 ‘시간/시대’를 넣는다면 “사람이 정신병 환자가 되는 것은 

병원 질서의 산물”이라는 번역자 심보선이 쓴 해제 문장에까지 최종 

다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과 하자가 있는 

사물과 만나는데, 고객은 자기 결정권을 지닌 존재로 다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가져온 고장난(하자 있는) 사물은 기술적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고프만은 쓴다. 이것은 정신병원에서 뻔뻔하게 

걸어 나오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가? 의사들이 보다 덜 스트레스 받으며 

기술적으로 일하는 테크닉을 알려주는가. 혹은 보다 보편적 인류에 

기여하고자 정신병원의 질서를 꿰뚫어 본 후, 너와 나의 일상생활도 

병원이나 수용소의 질서 체계의 변주와 반복임을 알려주는 것인가? 

예의 세계 자체를 바깥에서 본 듯한, 두 눈동자가 중심이 아닌 양끝으로 

벌어져 있을 것 같은 이 학자 어빙 고프먼은 매우 독특하게 인간을 

사물화한다. 대표적 저서인 『상호작용 의례』에서 그는 이렇게 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책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행위자보다 관찰자의 

시점이 우의에 있고 더 유리하다”. ‘X 사랑’이라는 수용소에서 두 

작가의 입장은 행위자와 관찰자를 오가며 중재한다.

지켜보는 자의 유리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빠져나왔다는 말이다. 

다른 시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현실과 예술의 서로가 서로에게 

달려드느라 놓쳐버렸던 무엇인가가 보이리라고 관객인 나 또한 

기대한다. 무책임한 호기심을 불러오게 된다. 아무래도 좋은 

호기심이란 어디에 있을까? ‘X 사랑’에서 두 작가가 사랑을 화두로 

건졌다는 것을 작가 김기라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짧지만 강렬한 

묘사로 내게 이야기했다. 그의 단어가 거울처럼 정확하게 복기되지는 

않지만 그 문장은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았더니’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구조를 가진다. 그렇다. 

중요한 동사가 뒤에 오는 어순을 가졌지만 김기라의 문장은 그러한 

한국어 어순 구조에 위배되는 문장이었다. 앞이 중요했고 앞이 

어쩌면 전부였다. 작업을 하며 이렇게 활동을 하며 ‘어느 순간’ 둘러본 

주변이 모두 어떤 비유로도 부족한 망가진 부속품들의 총체였다는 

발견에서 그는 사랑을 불러온 것이다. 뭐랄까 이것은 작가 자신에게, 

또 관람객에게, 협업자들에게 ‘파르마콘(Pharmakon)’과 같은 약의 

역할을 한다.(4) 병도 돌아보고 약도 주는 것이다. 김기라와 김형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랑-시스템에서 잠시 해방된다. 질서에서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배우, 음악인의 응축된 퍼포먼스를 통해 

사랑이 헤집고 나올 수 없는 제도적 차원의 비판적 사항을 잠시라도 

보고자(보게) 한다. 사랑 행위자에서 거리를 두고 나와 사랑 관찰자가 

된다. 보안여관 공간에 배치된 각 인물들의 연출된 액션은 모두 사랑을 

모티브로 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방문자(관객)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랑-극을 1:1로 목격하게 한다. 나는 어빙 고프만의 수용소, 그리고 

한병철의 『투명사회』를 두 손에 들고 보안여관의 각 방에 비교하여 

떠올려본다. 아무 책이 손에 없어도 둘러볼 것은 많지만 그냥 책을 들고 

있다면 나쁠 건 없다. 각자의 방에서 났었던 어떤 소리들과 그 방에서 

들렸던 야간에 나는 자동차가 휙 하고 달려가는 소리. 돈을 지불하면 

언제고 다시 올 수 있는 공적인 사유화된 방으로 존재했던 방들과 다시 

문을 닫고 나가면서 그 방 번호를 기억하고 다시 올 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내본다. 한 사람이 다시 여관에 와서 ‘413호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인으로부터 받게 될 이상한 눈초리를 떠올려본다. 

“혹시 13 숫자를 좋아해서 금요일에 자살을 하려는 건 아닐까?” 마침 

그날은 13일이었고 태풍 링링이 왔다고 치자. 나는 그 방에서 보이는 

살짝 엇가난 저 나무의 사이즈가 좋아서였는데 말이야. 핵심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재조직화되는 것이다. 

개별 방으로 나뉘어졌던 공간에 들어온 두 작가는 퍼포먼스를 배치해 

전체의 그림이 아닌, 부분의 시공간으로 사랑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쪼개서 말한다. 두 작가는 오늘이야말로 보편어, 공통어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하는 듯하다. 김기라×김형규 두 작가의 작업으로 인해 

사랑을 빙자한 감각의 도상학이 펼쳐진다.

2. 사랑의 도상학

무엇인가를 ‘공적인 것’이라 부를 때 그것은 다수의 존재가 함께 

축적시킨 문화적 산물을 칭할 수 있다. 김기라×김형규의 ‘X 사랑’에서 

우리는 사랑의 도상학을 본다. 사랑의 도상이라고 말할 때 나는 

옴베르트 에코가 모은 리스트를 떠올린다. 『궁극의 리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디 드로의 『백과전서』의 21세기 판인, 그 중에서도 사랑의 

<X사랑> 전시전경, BOAN1942, 2019

Exhibition view of X Love, BOAN1942, 2019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아놓은 한 페이지를 열어본다. 이 장에서 

옴베르트 에코는 서양의 문화사 안에서 사랑이 어떤 이미지와 시로 

기록되었는지를 적는다. 나는 김기라가 그린 이전의 작업들이 에코의 

책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며 본다. 에코의 책에서 

사랑과 두 남녀 한 쌍의 미라화된 죽음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가까운 바, 순간성에 충실한 사랑의 이미지는 남녀의 

등장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 많다. 에코의 

‘사랑 책’에는 서구 미술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랑의 이미지 

역사가 가득하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이미지는 죽음과 관계한 어원 

이마고(imago)에서 왔다. 김기라의 이전 작업에서 도상학적 집적의 

충동 및 스펙터클 속의 인간-레디메이드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압박이 웅장하게 펼쳐지고는 했다. <Security Garden as Paranoia>, 

<Super Monster>, <Coca Killer>,  <We are the One> 등 김기라의 

작업에는 편집증적 도상학이 깃들어있다. 당대 사회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동공에 비친 껍데기, 무게, 질량 등을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보여줬다. 김기라의 도상학적 회화에 등장하는 이미지-

파편은 총체적 ‘한 화면’에 있는 바, 이것들은 냉장고에 가둬둔 

레토르트 음식처럼, 전자레인지의 뜨거운 온도에 몸을 돌리면 다시 

금방 살아날 듯 하다. 마치 죽음을 부정하는 듯 보이는 이미지들이다. 

죽지 않기 때문에 숭고할 수 없는, 그래서 작가는 내게 “예술의 결론은 

숭고함인 것 같다”는 정답을 해제 풀이 없이 급히 던져주고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를 갈기갈기 찢어본다면 각기 다른 카드에 들어갈 법한 

이미지다. 김기라의 그림 안에 있는 이미지는 2019년 가을에 열리는 

이번 전시와 다르게 ‘사랑’을 말하지 않으나, 사랑 비스무레한 것들이 

펼쳐진 화보집이었다. 

김기라×김형규가 펼치는 이번 퍼포먼스 작업에서 ‘사랑박사’가 

등장한다. 김기라×김형규가 칭한 ‘사랑박사’는 우스꽝스럽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 A와 B의 

불가능한 중첩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 보리스 그로이스는 오늘날 

“삶이 기록되기는 하지만 보여질(show)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에서 적은 바를 언급한 적 있다. 즉 ‘벌거벗은 삶’은 이제까지 

어떠한 정치적 문화적 재현도 얻지 못했다는 아감벤의 지적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모든 종류의 정치적 재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뿐이다고 한다. “강제수용소에서의 삶에 

관하여 보고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보여질 

수는 없다.” (5)

김기라×김형규가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점은 사랑의 

연대기(chronology)의 동시성이다. 당대 사랑의 상투적 재현은 

팽배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의 어떤 것이 도대체 기록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이 두 작가의 과업이다. 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랜만에 꺼낸 사랑, 직접 가보면 더 알게 될 사랑의 난투극이다. 

이제껏 두 작가가 협업한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 환경미화원의 

시는 힙합 비트(<Floating Village>)와 만나고, 장엄한 속도의 

화면 미학은 (<Blind Man_Different Way>) 천천히 흘렀다.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기존의 사랑의 텍스트로 새로운 작업의 도구로 

수행성(performativity)의 비결정성을 테스트해본다. 이미 대다수 

한국인이라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춘향, 이수일과 심순애 

등등의 사랑 텍스트를 다른 예술가들의 신체와 경험으로 다시 꺼낸다. 

관객은 이 ‘X 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아주 낯선 ‘사랑의 연대기’ 

부분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끝으로 김기라×김형규 두 작가에게 가장 적절한 ‘사랑’에 대한 비유는 

롤랑 바르트가 말한 대목일 것 같다. “오늘날 사랑의 담론은 지극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다. 무시되고 헐뜯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어왔다.” 

롤랑 바르트가 힘주어 말하는 대목은 ‘난 미쳤어’ 파트다. “광인(Fou):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미쳤나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힌다. 바르트에 따르면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이미지를 

이분화한다.” (6) 두 작가의 광기에 의해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닌,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전시/무대 공간으로 뛰쳐나왔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미쳐가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오늘날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반시스템적으로 미쳐야 할까.  

(1)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1950년 영화 제목에서 따왔다. 

(2)  어빙 고프먼, 『수용소-정신병 환자와 그 외 재소자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에세이』, 
심보선 역, 문학과 지성사, 2018, 47쪽. 

(3) 롤랑바르트, “난 미쳤어”, 『사랑의 단상』, 동문선, 김희영 역, 2004, 175쪽

(4)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치료제와 질병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그리스어 
‘파르마콘’을 언급한 바 있다. 

(5) Boris Groys, Art Power, MIT Press, 2008, pp.52-64.

(6) 롤랑 바르트, 174쪽. 

<X사랑> 전시전경, BOAN1942, 2019

Exhibition view of X Love, BOAN1942, 2019



Chronicle of a Love, (1)

  or Resolution

Text | Siwon Hyun, Art critic

“At some stage in his imprisonment, the prisoner can expect to find 

himself placed in a cell with about eight other prisoners. If he was 

initially isolated and interrogated, this may be shortly after his first 

‘confession’ is accepted; but many prisoners are placed in group cells 

from the outset of their imprisonment. The cell is usually barren, and 

scarcely large enough to hold the group it contains. There may be a 

sleeping platform, but all of the prisoners sleep on the floor; and when 

all lie down, every inch of floor space may be taken up. The atmosphere 

is extremely intimate. Privacy is entirely nonexistent.” (2)

1. Asylum

The icon for love today, as Kira Kim and Hyungkyu have resolved, is 

an “X.” When “X” and “love” are placed together, it is a negation, a 

misreading. I see the artists’ “X”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an “X” 

is needed when we are speaking of a particular person or others after 

our relationship is over. In this case, “X” elicits a past time frame. With 

the objective distance to allow “other-ization” more or less in place, 

perfect tense is needed. With the “X,” the ex-partner “I” has to be 

someone who can be described in the third person for the reference to 

“X” to be digested internally as though it were about someone else. 

In his A Lover’s Discourse: Fragments, Roland Barthes – an author 

whom I earnestly turn to whenever I find myself writing about love – 

completely reverses the poet Rimbaud’s words “I is another.” “I am not 

someone else,” Barthes said – for only then do we see love. In other 

words, we cannot stop becoming the corresponding subject when we 

fall in love.(3)   When you and I are like a stew still blending together 

fragments of attachment and feeling, “X” has fallen into the quicksand 

and cannot be fished out through any name. As a mass of emotions 

that cannot be colloquialized, love cannot be turned into slogans or 

speech. Love inspires the fear that we too might be destroyed in the 

face of its chaos. “X” is only possible once this time of unnameability 

has ended. The “X-Love” that Kira Kim and Hyungkyu Kim refer to 

has a refreshing feeling to it – thanks to the “X” in front of love, which 

externalizes it. You can feel a sort of comic cheer, a silliness to go with 

all the seriousness and weight. Perhaps it is because no one these days 

refers to that momentous word “love” without some kind of pet name 

attached. To put it in terms of the titles of the canny popular television 

series, we might think that “meta-level” love is only possible with 

something like Something in the Rain or The First Time Love or 13 

Reasons Why. As an exhibition and project by Kira Kim and Hyungkyu 

Kim, “X-Love”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straightforward. It is a 

discovery that is uncompromising yet mundane. What they are talking 

about it not “meta love” but love without a filter, and so their attempt 

is impossible. After a prolific period working in the magnetic field of 

contemporary art, Kira Kim now wants to talk about love – surely there 

must be some great gem of a code within it? There is a kind of eager 

skepticism, coupled with a feeling akin to what you experience when 

you hear rumors that some new drug has been developed. To tackle 

“love” – a topic that has become both enormous and a ragged common 

noun – is like a desperate bid to pry apart the cracks between the 

personal and public and extract a common agenda. It’s a question that 

comes like a rock to the back of the head when you open your eyes one 

day. The two artists’ exhibition is presented as “observation-theater” 

that other-izes the form of love while presenting itself as an existential 

contemplation of love. Rejecting “meta-ness,” love as a shared theme 

in the contemporary era is presented with an “X” attached.

Second, “X-love” is love as something that was never possible to begin 

with. Consider the “X” symbol we draw through something to scribble 

it out. Like the satisfying slash of a samurai’s blade, it cuts up and down 

in opposite directions. The “X” puts an end to something, declaring it 

over as of this moment. Because of that, it conversely becomes a symbol 

of movement, an indication that something was moving and sustained. 

How restlessly did it move before it ended? The stages presented by 

Kira Kim and Hyungkyu Kim all show the motion just before an ending. 

Many of the discourses and aphorisms that express the properties 

of love as such view it in the past tense. Casanova, the Buddhist 

monk who loves meetings with the public, Mr. Ppippo Ppippo sharing 

childcare tips with mothers – they all create something similar to love, 

but are not themselves part of it. The word here is “education.” Without 

actually taking part in the experience themselves, they repeatedl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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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s and actions of a housework and caregiving service system 

designed for others to use. In terms of form, the works presented in the 

artists’ X-Love polyphonically render the present progressive rather 

than the past tense. They are immersed in “act”-ing. The tense of love 

is presented through works in genres representing a multiplicity of 

languages, all appearing against the backdrop of Artspace Boan 1942. It 

is the form of the archipelago, extending its roots in different strands. 

These polyphonically juxtaposed “present times” take on a new form 

as the artwork of X-Love. If some of the artwork is embodied directly 

so that it can be scene then and there (the actors’ performance and the 

manipulated time), then the video (screening) after the performance is 

over is re-showed as a love-stage from a different time frame captured 

within the same setting. The video works arranged in the exhibition 

venue are materialized as images of visual movement through 

completion of the present-ness of a performance staged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Final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ifferent feeling when you 

pronounce an “X” with your mouth and when you write out the letter 

“X.” The “X” figure leads me to see that it somehow possesses a 

form that is connected and combined. It is a boneless “X,” attached 

rather than separate. “X” is two people sharing a single bridle, stuck 

together too tightly to hover. X-Love is thus diametrically opposed to 

the two concepts above; it possesses a specific vertex, where two or 

more entities meet and merge. If we were to slice the “X” down the 

middle like a watermelon, we would find something like a navel inside. 

The two diagonals could be symbols of meeting – of multiplication, of 

extra helpings and so forth – in that two or more things must meet. 

What Kira Kim and Hyungkyu Kim have devised is a work of “love 

observation theater.” They are visualizing and recording the lives of 

others within the Artspace Boan 1942 building, which was a dormitory 

and inn in modern/contemporary Korean history before being turned 

into an artistic venue. Let us focus on the fact that Kira Kim and 

Hyungkyu Kim are introducing the love texts of different eras to this 

umbilical juncture. An “archive of love” is effectively being presented 

through the present tense adaptation of those classic texts of love.

Similarly to what the sociologist Erving Goffman describes in his book 

Asylums, the exhibition becomes a stage that allows love to exist 

polyphonically as the only form of human relationship where privacy 

has disappeared. There are no empty spaces; it is all too intimate, with 

the times and spaces between the two crammed flush together. In the 

section quoted at the beginning of this piece, the following passage 

appears: “[A]ll of the prisoners sleep on the floor; and when all lie 

down, every inch of floor space may be taken up. The atmosphere is 

extremely intimate. Privacy is entirely nonexistent.” This is love, and 

it is also a transparent report on life today. Kira Kim and Hyungkyu 

Kim seem to be able to subtract the structured love and introduce 

other things in its place. This fits perfectly with Goffman’s exhaustive 

research attempt to study the “organization” in general by way of the 

asylum (prison). Instead of “love,” we could call it “X-Asylum.”

While thinking about the two artists’ version of “love,” I have pored 

through Goffman’s book Asylums. I underlined a passage on page 33 

where it describes how the asylum intake procedures and obedience 

tests following a somewhat more elaborate format known as “the 

welcome.” For me, the welcome called to mind a wedding, and my 

goodness – the mention of the patients’ social destinies (p. 152) 

becoming newly adapted according to the space (place of resident) 

absolutely floored me. Isn’t love just a form of dramaturgy, a failed 

attempt to forcibly turn mutual opacity into transparency as parts of 

lives lived as separate individuals are juxtaposed? I spent a particularly 

long time reading a passage Goffman wrote in Chapter 4 (“The Medical 

Model and Mental Hospitalization”): “Once a server is found, the client 

brings him the total possession, or the total of what remains, plus, 

when possible, the broken parts.” (p. 378) This had me genuinely 

startled.. Let us consider love to be the actual form of the service, using 

“X” to refer to the love “server” and object. This too connected with the 

artists’ exhibition. If a Z-axis of “time” shared by the relationship of 

two or more people is included in the resulting relation of persons and 

objects (goods) when the service of love is provided, then we may finally 

arrive at the explanatory note supplied by translator Boseon Shim: 

“A person becoming a mental patient is the product of the hospital 

order.” In the process, the server meets a customer and a defective 

object; the customer here must be treated as someone with rights of 

self-determination. Goffman writes that the broken (defective) object 

brought by the server must be understood from a technical vantage 

point. Is the book telling us to simply stroll out of the mental hospital? 

Is he providing some technique for doctors to work technologically 

while facing less stress? Or, having examined the order of the mental 

hospital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more general human condition, 

is he informing us that our daily lives as well are variations on or 

recapitulations of the system of order within a hospital or asylum? 

As a scholar who seemed to view the world itself from outside, whose 

eyes seemed drawn out to either side rather than the center, Gof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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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 very unique way of objectifying human beings. I was drawn into 

the book because of what he wrote in one of his best-known works, 

Interaction Ritual: that the perspective of the observer is more amicable 

and beneficial than that of the actor. In the asylum of X-Love, the two 

artists’ perspectives mediate between “actor” and “observers.”

What is the benefit of the one who observes? It means that they stand 

outside. Looking at the world from a different standpoint, I as a viewer 

hope to see something that was missed as reality and art raced toward 

one another. It arouses an irresponsible curiosity – is there any such 

thing as “good curiosity”? Describing the way in which the two artists 

drew upon love as a theme for X-Love, Kira Kim offered me a brief but 

powerful description of his own life. His words are not duplicated here 

with mirrorlike precision, but a key passage was when he talked about 

“looking around me at one moment and….” It was a sentence structure 

that required that you listen for the next part. And so it is. The word 

order indicated some crucial verb to follow, yet Kim’s sentence violated 

that rule of grammar. The first part was what mattered; it may in some 

sense have been all there was to it. He summoned up love from the 

discovery that everything he saw around him “at some point” amid his 

artistic activity was a collection of broken parts beyond the power of any 

analogy to express. In a sense, the role it serves to the artist himself, 

to the viewer, and to collaborators is that of a pharmakon : it reviews 

the symptoms and provides a medication. Through this exhibition, 

Kira Kim and Hyungkyu Kim are briefly freed from the “love-system.” 

Pressing the “pause” button on that order, they use the actors’ and 

musicians’ condensed performance to briefly view (and show) critical 

points at an institutional level, where love cannot push its way out. 

Distancing themselves from love “actors,” they become love observers. 

The staged actions of the different characters within Artspace Boan 

1942 all have “love” as their motif, sharing experiences with the visitors 

(viewers) that allow them to witnesses the love-theater on a 1:1 basis. 

With a copy of Goffman’s Asylums and Byeongcheol Han’s Transparent 

Society in my hands, I compared them to the different rooms in the art 

space; there is a lot to see even if you don’t have any books, but it’s not 

a bad idea to be carrying a book. The sounds coming from the different 

rooms, the “whoosh” of a car in the night as heard from inside – these 

are some things I concocted for these once-private rooms that are now 

public property where any paying customer can visit as often as they 

life, and for those visitors who might recall the room number as they 

close the door behind them so that they can come again. I imagined 

the quizzical expression on the manager’s face when a person revisits 

an inn and asks for “Room No. 413”: “Perhaps he likes the number 13 

and he wants to kill himself on a Friday?” Imagine that it actually is 

the 13th, and Typhoon Lingling has made landfall. Personally, I liked 

the slightly off-kilter size of the tree I saw in the room. The point has 

to do with how the public and private are re-organized under the name 

of “love.” Entering a space that is divided into individual rooms, the 

two artists situate performances that address the grand topic of “love” 

within partial times and spaces rather than an overall picture. They 

seem to be saying that our times demand a universal tongue, a lingua 

franca. Through the work of Kira Kim and Hyungkyu Kim, we see an 

iconography of the senses, with “love” as its pretext.

2. Iconography of Love

When we speak of something as “public,” we may refer to a cultural 

product achieved cumulatively by multiple entities together. In Kira 

Kim and Hyungkyu Kim’s X-Love, we see an iconography of love. As 

I mention “icons of love,” I am reminded of a list compiled by Umbe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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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understood as something narrated and documented but unable to 

be shown or presented [fully].”  

The distinctive thing shown by the artists is the simultaneity of love’s 

chronology. Cliché representations of contemporary love are rife, but 

the task of the two artists is to inquire into what exact aspects of love 

are being recorded within. The only thing that can be spoken of is love 

as something that has been trotted out after some time, and a tumult 

of love that can be understood more from up close.  In the artists’ 

video installation collaborations to date, a poem by a cleaning worker 

meets a hip hop beat (Floating Village), while a solemnly paced screen 

aesthetic flows slowly along (Blind Man_Different Way). With the latest 

exhibition, they are testing the indeterminacy of performativity, using 

existing texts of love as a new artistic tool. Stories of love that most 

the two artists’ madness, love has leapt out into an exhibition/stage 

setting where it can be spoken of together rather than remaining “mine” 

alone. The person in love is said to feel that he or she is going crazy. 

How counter-systemically must we go mad to “sustain” love today?

(1) Inspired by the title of a 1950 film by Michelangelo Antonioni.

(2)  Erving Goffman,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Korean translation by Boseon Shim, Moonji Publising, 2018, p. 47.

(3)  Roland Barthes, “I am crazy,” A Lover’s Discourse: Fragments, Korean translation by 
Munseon Dong & Heeyoung Kim, 2004, p. 175. 

(4)  In his Phaedrus, Plato used the Greek word pharmakon to refer to something possessing 
both therapeutic and pathological qualities.

(5) Boris Groys, Art Power, MIT Press, 2008, pp. 52–64.

(6) Barthes, p. 174.

Eco. Titled The Infinity of Lists, it is a 21st-century version of Diderot’s 

Encyclopédie. I open up a page that shows images and texts related to 

love. In this chapter, Eco writes about the images and poetry through 

which love has been recorded in Western cultural history. It occurs to 

me that one of the previous works painted by Kira Kim might fit well 

on a page in Eco’s book. In that text, love is not too far apart from the 

deaths of a man and woman found mummified. If anything, it is close to 

it: consistently with their momentary nature, images of love often depict 

the instant in which love arises, beginning with the man and woman’s 

appearance. Eco’s “book of love” is filled with histories about images 

of love, most of them from Western art and cultural history. As is well 

known, the word “image” comes from imago, which is related to death. 

Kira Kim’s earlier words often grandly present the pressures that affect 

individual lives as human/ready-mades amid the drives and spectacle of 

iconographic integration. A paranoid iconography pervades works such 

as Security Garden as Paranoia, Super Monster, Coca Killer, and We 

are the One.  The shell, weight, volumes, and so forth reflected in the 

pupils of a person living in the contemporary social system were shown 

like volcanoes ready to erupt. Situated collectively within “one canvas,” 

the image-fragments that appear in Kim’s iconographic paintings are 

like retort food in a refrigerator: it looks as though the bodies might 

spring back to life if rotated in the heat of a microwave. The images 

appear to repudiate death. Since there is no death, there is no sublimity 

– which may explain why the artist told me without further explanation 

told me that “the conclusion of art may be the sublime,” before hurrying 

away. The images seem like they could be torn apart and placed on 

different cards. Unlike this exhibition in the fall of 2019, the images in 

Kim’s paintings do not speak of “love” – but they are albums that show 

things similar to love.

There is a “Love Doctor” who appears in Kira Kim and Hyungkyu Kim’s 

performance work. The use of the name “Love Doctor” seems comical. 

What should he say? Is he talking about experiencing everything 

and recording everything, the impossible overlap between A and B? 

Referencing something that Agamben wrote in Homo Sacer, Boris 

Groys said of today that “it is on the other hand nothing new that 

life is something that can be recorded but not shown.”  Agamben’s 

observation was that the “naked life” has yet to attain any political or 

cultural representation. According to him, because asylum inmates have 

been stripped of any form of political representation, the only thing that 

can be said by them is that they are alive: “Here [in the enclos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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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know the endings to – the tales of Chunhyang, Lee Su-il, Sim 

Sun-ae, and so forth – are presented again through the bodies and 

experiences of other artists. Through the X-Love project, the viewers 

encounter them again as parts of a very unfamiliar “chronicle of a love.”

Ultimately, the most fitting analogy for “love” when it comes to Kira 

Kim and Hyungkyu Kim’s work may be something Roland Barthes 

said of the lover’s discourse of today, namely that it is “of an extreme 

solitude . . . ignored, disparaged, or derided.”  The part he emphasizes 

most strongly is “I am crazy.” Underneath a heading that reads “fou / 

mad: It frequently occurs to the amorous subject that he is or is going 

mad,” Barthes writes: “I am not mad . . . I double my imag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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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불가능한 것의 계산

글 | 이선영 (미술비평)

‘X 사랑’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전시의 작가 김기라X김형규는 근 5년째 

국내외에서 발표된 다양한 작품에서 함께 했던 이들로, 이번 전시는 

개별작품에서의 협업을 넘어서 둘이 하는 첫 번째 개인전이다. 조각, 

회화, 문화이론 등을 전공했던 김기라의 작품이 전방위적으로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면 김형규는 신문방송학과 및 미디어아트를 

전공하고 뮤직비디오와 영화, 광고, 기획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 왔다.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만남이 적지 않은 현대적 사회관계 

속에서 각자 개성이 강한 이들이 5년 이상 작업을 같이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었음을 말한다. 현대미술이 여타의 

스펙터클과 경쟁하면서 필수 요건이 되다시피 한 규모나 차원의 

확장은 가시적, 비가시적 협업을 고무해왔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성과는 그만큼의 희생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이 이 

시점에서 ‘사랑’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이룬다. 

이 전시에서 사랑은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에는 철학적인 것이 

있다. 사랑이라는 실존적 경험은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든다. 동시에 

사랑은 ‘격렬한 실존적 위기’인데, 그것은 ‘진리의 모든 과정’(알랭 

바디우)과 마찬가지이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사랑예찬]에서 

‘사랑이 사유’인 이유는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 결코 철학에 

이르지 못할 것’(소크라테스)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예술을 

사랑하는 이 또한 철학적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예술은 철학으로 

환원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경험과 감각, 그리고 기술만으로 

작업을 지속하기는 힘들다. 개인적인 ‘사랑 타령’부터 인류애의 호소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가장 많이 언급되곤 하지만, 그만큼 남발되기도 

한다. 참신함과 파격을 앞세워야 할 현대미술의 장에서 그들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듯한 진부한 주제를 호출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다원예술 성격을 가지는 이 

전시는 냉소적 세태 풍자부터 철학적 사색에 이르는 범위를 가진다. 

새삼스러운 질문에 의해 알쏭달쏭한 삶과 예술의 어떤 진면목이 

조금씩 드러난다. 확실한 것은, 작가들로 하여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한 원인이 사랑, 특히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예술 활동으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다 피폐해진 상황에 빠져 있음을 목도했다. 물론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은 아니고, 위기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했던 

젊음, 즉 시간이라는 자원이 점차 고갈되는 시점에 놓이면서부터 일 

것이다. 그들이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든 간에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 믿어지지만, 작품은 또한 작가를 변화시킬 것이다. 자기 

주도적인 일이 많지 않은 삶에서의 예술은 스스로의 변화를 이끈다. 

시간의 시험이 가혹한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도 지속적인 내공이 

필요하다.

진지한 질문은 그 자체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지만, 일상적 

삶에서 대답 될 수 없는 질문은 억압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생존활동을 

벗어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되는 엄혹한 삶의 조건 속에서 낭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X 철학’이라는 비속어도 나왔을 것이고, 

방송가에서 회자되는 ‘예능’이라는 말처럼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벼워지는 경향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에서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 X-라는 접두어는 가려져야 할 모자이크 화면같은 불온해 

보이지만 동시에 미지의 영역을 암시한다. 그것은 사랑이 비천함부터 

숭고함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를 뛰어넘는다.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사랑의 역사]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예법, 금기를 뛰어넘는다는 두려움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공포/욕망’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무의미와 부조리 또한 피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사랑에 관련된 또다른 책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에서 사랑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존재의 무의미의 증인이 되고 인간관계와 존재들의 부조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질문하는 자의 절박함이나 자질에 따라서 대답 될 

수 있을 따름인 내용이다 보니 이러한 양면성은 필연적이다. 그들은 

어떤 결론을 이미 내리고 나서 그것을 증명하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로 하여금 질문에 동참하게 한다. 비록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는 없어도 적절한 맥락에서 제기된 올바른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내재해 있다. 작가들은 이 전시를 통해 그 맥락을 제공하려 한다. 

그래서 전시는 불가피하게 연극무대같은 속성을 띄게 되었다. 관객은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야 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 배우 중 하나가 

인용하는 철학자 중 하나인 알랭 바디우는 [사랑 예찬]에서 연극과 

사랑을 연결한다. 그에 의하면 ‘연극은 이미 저에게는 훗날 사랑이 될 

어떤 모습’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연극은 사유와 육체의 구분이 불가능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할 때처럼 둘의 혼합, 언어에 의한 

육체의 포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알랭 바디우는 연극을 

‘몸으로 이루어진 사유’라고 정의하면서 사랑은 재연을 요구한다고 

본다. 보안여관 신관과 구관 여기저기에 배치된 퍼포먼스 배우들은 

한 주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한 장치들로, 정지화면이 아닌 

시간적 과정을 요구한다. 관객의 동선은 질문/답이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삶에서 쉽게 대답 될 수 없는 

질문들을 다루는 작가의 방식이다. 이 두 작가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남자 가장이면서 기혼자이며 누군가에겐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사랑에는 여러 결이 있겠지만, 그들이 당면한 삶의 고민과 

경험하는 사랑에 대해 전시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차오른 문제를 작품이라는 행위와 노동으로 풀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그들이 여태 다루어왔던 수많은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실존적 물음, 즉 자문에 가깝다. 

예술적 작업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이렇듯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 수 있겠나. 그들은 ‘사랑에 정의가 없고 결론도 없다’고 하면서, 

‘과학이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과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보았지만 정의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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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과 사회변화와 더불어 변해온 것’이라면서, 어떤 가치의 

절대성을 의심한다. 수학이나 물리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도 

불확실성만이 확실하다는 설득력 있는 가설이 있는 만큼, 예술이나 

사랑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투입과 생산의 관계가 모호한 

예술 활동은 그 수행자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한다. 누군가 예술 활동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면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계산하는데 익숙한 이가 아니라면, 계산 불가능한 것을 계산대에 

올려놓는 행위에는 잔인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이미 그 관계가 끝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암시한다. 그것은 예술이 그토록 현실과 조화되거나 화해하기 

힘든 것과 같은 이유 아닐까.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시인들이 노래해 

왔지만, 현대의 정신분석학은 좀 더 이론적으로 그 불가능성을 말한다. 

미란 보조비치는 [암흑지점]에서 라깡의 이론을 사랑의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암흑지점]에 의하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결여의 주체이며 욕망하는 

주체’이지만, ‘그는 자신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정신과 교감의 형태’로 간주하며, 공연, 퍼포먼스, 미디어 작업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과 고민’까지를 포괄하는, 즉 

수년간 그들이 견지해온 ‘사유, 공유, 향유’라는 예술적 맥락에다 

사랑의 여러 국면을 배치하려 한다. 판소리와 랩, 레게 등 동서양의 

하위문화 공연을 포함한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와 조각, 설치는 

물론이고, 그들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영상 작품도 없다. 다만 전시 

기간 동안 실제 공연은 단 두 번(10월 10일, 24일)이고, 나머지 기간에 

전시장 곳곳에, 각 무대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이 

나온다는 것과 퍼포먼스의 부대 장치인 CCTV 등이 전부다.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가지는, 오디션을 통해 

뽑은 전문 배우들과 음악 공연자(판소리, 랩, 레게 분야)는 10여 명이며 

이들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여느 미술 전시회처럼 완성된 무엇을 가져다 놓는 방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변수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작가들의 실존적 상황과도 관계되지만, 작품이 놓이는 장소적 

특수성과도 관련된다. 1942년부터 있었던 보안여관은 연인은 

물론, 문인부터 정치인까지 머물렀던 유서 깊은 곳으로, 지금도 

근대문화유산 급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 구관과 신관에 걸쳐 있는 

장소 곳곳에서 진행되는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위한 자연스러운 

동선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관객의 입장에 따라 각 퍼포먼스가 주는 

울림의 강도는 다를 것이다. 작품 [사랑을 믿으세요?_사랑의 기술]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주제에 대한 도입부가 되기 충분하다. 관객은 

10대 초반의 소녀(배우; 문주빈)가 사랑에 대한 동서고금의 언명들을 

줄줄이 꿰는 대사를 듣게 된다. A4 1장 정도 분량의 대사를 강의하듯이 

늘어놓는 아이의 입에서는 앞서 인용한 알랭 바디우를 포함한 유명한 

철학자, 극작가, 신학자, 미술가 등이 다수 등장한다.

그러나 이 화려한 목록들은 과연 그 아이가 사랑을 알고나 말하는지 

의심하게 한다. 소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이론들이 자신의 실존적인 조건이나 경험, 감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앵무새처럼 외워서 말하는 사랑이다. 

아이의 입을 통해서 훌륭한 이론들을 늘어놓는 것은 풍자적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비밀이 풀렸는가. 그러나 이론이 이론으로 확립된 

것은 그동안 그 이론이 보편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관객은 소녀가 읊조리는 사랑에 관련된 담론 중 이 전시에 흐르는 

기조와 공명하는 내용을 얼마 간은 발견할 지도 모른다. 20대 후반의 

여자(배우; 이선주)가 연기하는 작품 [미친 X_기억]은 울다가 웃다가 

하는 연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거의 미친X같은 그녀의 모습은 

‘사랑은 광기’--사랑은 가장 이성적인 광기이다‘(로미오의 대사 

중에서)--라는 고전적 정의, 그중에서도 조울증을 떠올린다. 그녀는 

앞의 소녀와 달리 사랑이라는 것을 겪었을 것이며, 사랑의 이상과 

한편 ‘사랑받는 자는 무언가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이 가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현대 정신분석학은 사랑의 드라마에서 

주체와 객체의 합일은커녕, 불일치가 더 필연적임을 말한다. 미란 

보조비치는 라캉의 가설을 적용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사랑받는 자의 내부에 숨겨진 그 무엇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불일치에서 사랑의 드라마는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주체가 자신의 사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김기라와 김형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불가산적이며 비물질적인 

미술과는 이질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여러 변수에 

노출되어있는 이 전시 아닌 전시는 냉정한 사고와 열정적 실행력을 

요구한다. 계산은 나중의 일이며, 그러한 과정은 매번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반복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물질적 결과물로 남지 않는 이번 작품은 일종의 열린 

작품인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투입되기 마련이다.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시주제인 사랑이 

물질성보다는 비물질성, 정형성보다는 비정형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랑의 비정형성은 그것의 정의 불가능성과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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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괴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참이다. 

감미로운 사랑의 기억에 잠겼다가 깼다가를 반복하는 그녀에게 향수란 

‘회귀(nostro)이고 고통(algos)’(크리스테바)이기도 하다. 무엇이 그녀의 

본 모습인가. 타자를 염두에 두는 사랑에서 주체의 통일성은 위기에 

빠진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사랑의 역사]에서 개체가 분할 불가능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타자 속에서 타자를 위해 자신을 파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불안한 상태를 암시한다고 본다. 크리스테바는 주체가 

자신을 이상적 타자와 동일시함으로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울증과 

조증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는,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를 앓고 

있는 이 여자는 그러한 동일시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즉 

[사랑의 역사]가 말하듯이, 사랑에 내재한 온갖 이상화의 기반이 되는 

나르시시즘과 또한 그것이 지닌 공허, 겉치레, 불가능한 것의 후광에 

의존하고 있는 주체의 기반은 취약하다. 실성한 듯이 혼자 울고 웃는 

주인공에게 사랑의 관계가 제공하는 나르시스적인 만족감과 이상화는 

공존하는 것이다. 

작품 [사랑ㅁ_개]의 연기자(배우; 김용식)는 메가폰을 들고서 

‘사랑합니다’와 ‘멍멍멍’ 소리를 반복한다. 이 말은 한국어 표현에 ‘옳은 

X소리’라는 말을 떠올린다. 한입으로 두말 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은 

사랑의 이중성에 내재되어 있다. 40대 후반 나이대의 배우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시점을 말한다. 작품 [늘 새로운 세계_지나온 

삶이 현재에 멈춘 지금을 위한 변명]에서 배우는 보안여관 2층에 

묶인 채 매달려 있다. 눈가리개를 한 채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배우; 

김선동)은 경주마처럼 눈가리개를 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을 법한 

중년 남자의 상황을 압축한다. 그의 맹목적 경주를 이끈 동력은 일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두 사랑은 공식적으로는 연동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남자들도 많을 것이다. 일(작가의 경우에는 

작업 포함)과 가족 관계가 진부한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있는 순간, 

이를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작가라는 

존재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알랭 바디우는 [사랑예찬만]에서 ‘세계는 사실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혁신 속에서 취해져야만 할 

것’이라고 보면서, ‘안전과 안락에 대항하여 위험과 모험을 다시 

창안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알랭 바디우는 ‘반동은 언제나 동일성의 

이름으로 차이를 의심한다’고 본다. 그는 ‘사랑은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지점들’이며, ‘사랑의 절차’를 ‘차이의 창조적 

놀이’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예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김기라와 

김형규가 곧잘 기준점으로 삼는 사유와 향유 뿐 아니라 공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알랭 바디우에게 사랑은 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알랭 바디우는 정치의 목표를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지, 권력이 아니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사랑에서도 그 목표는 차이의 지점인(지점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경험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는 

차이가 없기에 공동체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진다.

2층 카운터 옆방의 작품 [다른 세계의 끝없는 욕심]을 연기하는 60대 

남자(배우; 박경용)는 남을 관찰하기 위한 구멍을 계속 뚫는다. SNS의 

보편화는 관음적 행위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자신이 먹는 것이 

자신의 몸이 되듯, 본 것은 정신이 된다. cc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 

소통매체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만남을 배제한다. 이러한 간접적 

소통의 편재는 중심이 없으면서도 유아론적인 주체를 양산한다. 그는 

타인에게서 자신을 볼 따름이다. 전자전달 매체가 나르시시즘적 

자아를 고무한다는 주장은 비디오를 비롯한 매체이론에서 일찍이 

개진된 바 있다. 이 작품은 또 다른 거울이 되고있는 상호반영적 매체와 

자기만을 향할 뿐인 유아론적 사랑을 연결시킨다. 크리스테바는 

[사랑의 역사]에서 ‘내가 너에게서 사랑한 것, 그것에 대해 착각하지는 

마라. 그건 네가 아니야. 나는 오직 사랑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에서도 사랑하기의 불안만을 사랑한다’(라 로슈푸코)는 잠언을 

인용한 바 있다. 

1층 카운터의 작품 [사랑박사들]을 연기하는 60대 후반의 남녀(배우; 

이천희, 정미경)는 보안여관의 장소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일 것이다. 관객은 여인숙에 들어선 손님처럼 그들이 

제공하는 요구르트를 받음으로서 달작지근하면서도 텁텁한 발효의 

시간으로서의 사랑을  떠올린다. 부부로 보이는 둘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밥 먹는데만 열중하고 수십년간 해온 관성대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자기식대로 현실 속에 자리를 잡은 캐릭터들이 ‘사랑박사’로 

명명된 이유는 그들이 이미 사랑 따위는 초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보다는 이제 정과 의리로 사는 노부부에게도 ‘사랑’은 무시 못한다. 

그래도 사랑이란 것이 있기에 여인숙은 운영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작가들은 이들에게 어떤 캐릭터보다도 큰 비중을 두었는데, 

그들이 문을 열어야 전시/무대 자체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음악 공연 [사랑 잡가_리플렉션_늘 새로운 언어들]이 열리는 장소로 

관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형문화재 창가 전수자인 정은헤는 30대 후반이지만 소리 경력만 

30년이 넘는다. 공연에서 정은혜는 춘향전 중에서 [이별가] 부분과 

심청전 중에서 [심봉사와 심청의 재회] 부분을 창으로, 아날로그 

소년은 잘 알려진 사랑 이야기인 ‘이수일과 심순애’의 [장한몽]을 

랩으로 들려준다. 세대에 따라 다를테지만, 판소리나 랩의 가사를 

제대로 알아듣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에 주목할 수 있다. 음악에 실린 동서양의 사랑 이야기는 

권력과 돈이 얽혀 있으며, 그 착종된 관계를 선한 마음이나 기적 

등으로 극복하는 해피 엔딩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번 무대를 위해 

편곡한 원곡들은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달랐다. 그것은 

앞으로도 달라질 것임을 예견한다. 춘향전이나 심청전, 장한몽 등은 

현대에도 변주되는 고전적인 스토리텔링인데, 작가들은 노래의 형식을 

선택함으로서 사랑이 노래와 밀접함을 말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래라는 형식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아마 사랑일 것이다. 

가수들은 사랑에 빠지거나 배반당한 사랑을 노래한다. 뭔가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이들의 영혼에 노래가 차지할 부분은 협소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큼 보편적인 가치도 없다. 사랑은 

가장 원초적으로는 종(種)의 영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유전자의 

책략’(리처드 도킨스)이 전부일까. 사랑의 결과물은 너무나 큰 

책임을 요하는 것이어서 사랑은 그토록 강렬한지도 모른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사건은 명시적인 사건보다 주체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작으면서도 큰 것, 크면서도 작은 것이 바로 

사랑이다. 알랭 바디우는 [사랑예찬]에서 ‘누구나가 갖고있는 공통된 

취향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은 삶에 밀도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본다. 그것은 사랑을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현대미술이 보편적 소통을 

위해 차용할 만한 주제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알랭 바디우의 사랑에 

대한 대담에서 이 전시와 조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의 

우연성을 지속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이다. 

알랭 바디우에 의하면 ‘사랑은 세계의 법칙들에 의해서는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며, 그것은 ‘항상 만남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는 ‘나는 이 우연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원하며 떠맡는다’. 

또한 사랑은 ‘두 개인의 단순한 만남이나 폐쇄된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구축해내는 것’이다. 사랑은 ‘지속되는 하나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무의미해 보이지만 소소한 삶의 근본적인 

사건은 끈질기게 지속됨으로서 보편적인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김기라와 김형규는 이 전시/무대에서 우연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만남을 

기획한다. 한 대상을 여러 각도와 배율로 촬영한 듯한 탐구적 태도가 

돋보이는 ‘X 사랑’ 전은 삶의 의미와 본질을 묻게 하는 사랑만큼이나 

예술 또한 사랑과 내재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 전시가 

사랑을 소재나 주제로 삼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술 자체가 사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시에 의하면 예술은 사랑이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Calculating the Incalculable

Text | Sun Young Lee, Art critic

Kira Kim and Hyungkyu Kim, the artists behind the exhibition titled 

X-Love, have collaborated on various works presented in Korea and 

overseas over the past five years. This marks the first time they have 

gone beyond simply collaborating on individual works to present a 

solo exhibition by the two of them. While Kira Kim is a student of 

sculpture, painting, and cultural theory who has broadened the scope 

of art in all directions through his work, Hyungkyu Kim is a journalism/

broadcasting and media art major who has worked in areas including 

music videos, films, advertising, and planning. The fact that these two 

quite idiosyncratic figures have continued working together for over five 

years – in a modern environment of social relationships that tend to 

be treated as disposable items to be picked up and discarded as needed 

– speaks to how much of a synergy effect there has been. The kinds 

of expansions in scope and dimension that have become “de rigueur” 

as contemporary art competes with other forms of spectacle have 

spurred on visible and invisible forms of collaboration. At the same 

time, whatever results emerge signify that much of a shared sacrifice 

as well. Such was the context of their contemplation of “love”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exhibition, love is an object of contemplation. Just as philosophy 

is equivalent to the “love of wisdom,” so there is a philosophical aspect 

to loving anything. The existential experience of love makes a person 

earnest. Yet love is also an “intense existential crisis” – similar to 

“all processes of truth” as described by Alain Badiou. In his In Praise 

of Love, the philosopher Badiou concluded that reason that love is 

“contemplation” is because “that which does not start with love can 

never achieve the realm of philosophy” (Socrates). This tells us that a 

person who loves art may also be philosophical. Obviously, art cannot 

and should not be reduced to philosophy, but artwork is difficult to 

sustain through experience, perception, and technique alone. Love 

may be the thing that is most often mentioned – from personal “love 

songs” to appeals for the love of humankind – but this also means that 

it can get overused. In a contemporary art environment that emphasizes 

novelty and the unconventional, the artists are invoking a trite topic, 

one that everyone seems to already know all about.

Adopting a multidisciplinary format with multiple participants 

representing different areas, this exhibition ranges in scope from 

cynical social satire to philosophical meditation. What is revealed bit 

by bit through this fresh form of questioning is something like the true 

face of an ambiguous life and art. One thing that is certain is this: the 

thing responsible for placing the artists in this chaotic situation is the 

fact that they started from “love,” and love of art in particular. At some 

point, they saw how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people around them 

had all become exhausted by their artistic activities. The crisis did not 

arise all of a sudden one day, of course; it may have begun as they were 

put in the position of seeing the youth that had served to buffer the 

crisis – the resource of time – becoming depleted. It makes sense that 

they would carry on with their work, whatever the conclusions that 

they arrived at in the process, but artwork also changes the artist. In 

a life where self-directed things are few and far between, art guides a 

person toward change. It also requires ongoing effort not to change in a 

life where the tests of time can be harsh.

Serious questions arise from unavoidable circumstances, but the 

unanswered questions of ordinary life tend to be suppressed. They 

are considered “wasteful” under the rigorous conditions of life, where 

one cannot afford to be distracted from survival activities. This may 

explain the attitudes about “f***ing philosophy,” and the tendency for 

the word “art” itself to be treated as lightly as “entertainment” is used 

in broadcasting. But in art, what is suppressed comes back. The “X-“ 

prefix alludes to something like a mosaicked image that is meant to 

be covered up, seemingly unwholesome yet representing uncharted 

territory. After all, love encompasses a broad scope, from the base to 

the sublime. Most of all, it transcends subjectivity. As Julia Kristeva 

said in her history of love, love is “not only the fear of transcending 

decorum and taboo, but most of all the terror/desire of crossing one’s 

own boundaries.” To cross boundaries also means that one will not flee 

from meaninglessness and absurdity.

In another of her books above life, Black Sun: Depression and 

Melancholia, Kristeva observes that the contemplation of love “can be a 

witness to the meaninglessness of existence on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and lay bare the absurdities of human relations and 

beings.” Such ambiguity is essential when it comes to things whose 

answers depend on the desperation and caliber of the questioner. 

Rather than establishing an a priori conclusion and then attempting 

to prove and proclaim it, the artists lead the participants to take part 

in the questioning. Even when no clear conclusions can be drawn, the 

right question in a suitable context already has an inherent answer. 

With this exhibition, the artists attempt to provide that context. It is 

thus inevitable that the exhibition would take on aspects resembling a 

theatrical stage – the viewers must be “tossed into” a situation. Alain 

Badiou – one of the philosophers quoted by a player in the performance 

– draws a connection in his In Praise of Love between theater and love. 

According to him, theater is “an image already of what will be love for 

me someday.”

With theater, there exists a “blending of two, a capturing of the body 

through language in that moment when thoughts and body become 

indistinguishable, like when we tell someone ‘I love you.’”  Defining 

theater as “thought achieved through the body,” Badiou views love as 

demanding an “encore.” The players in the performance are positioned 

throughout the new and old Artspace Boan 1942 buildings; existing as 

devices for illuminating different aspects of the theme, they demand not 

a freeze-frame but a temporal process. The visitors’ course is similarly 

a process of intensification as questions and answers are repeated. This 

is the approach of artists who address questions which are not readily 

answerable in life. Kira Kim and Hyungkyu Kim are the kinds of male 

heads of household that are universal in South Korea; they are married 

men and the children of others.  While there may be different te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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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ove, it seems like they might be capable of using the public forum 

of the “exhibition” to speak about their concerns with life and their 

experience of love. Through actions and efforts, they seem to be turning 

their issues in their own artistic products. 

This exhibition falls more along the lines of an existential question 

posed by the artists to themselves out of a sense of crisis, rather 

than one of the numerous societal issues they have dealt with in past 

works. If not for art, where else might they ask these kinds of difficult 

questions? Declaring love to have “no definition and no conclusion,” 

the artists are skeptical of any value’s absoluteness: “Although we 

attempted a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science, b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there are indefinable 

difficulties, and there has been a transformation together with changing 

values and a changing society.” Just as there is the plausible hypothesis 

in fields such as mathematics and physics that the “only thing that is 

certain is uncertainty,” so art and love are no exceptions.  With the 

vagu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inputs and production, artistic 

activity forces its practitioners to ask themselves questions. Anyone 

who attempts to draw up a balance sheet for artistic activity is sure 

to come out skeptical. Unless we are familiar with calculations in all 

things, there is a certain brutality to the act of placing the incalculable 

up on the counter.

It is a choice that cannot be made unless that relationship has already 

come to an end. Exhibitions besides this one – which has numerous 

people appearing from areas unrelated to art, which results in exposure 

to different variables – demand cool thinking and warm execution. 

Calculation is a matter for later, a process that will repeat itself each 

time a new work is presented. They would never have arrived at this 

point had this not been the case. The latest work is “open” in a sense, 

leaving no material product, and yet more material and energies ended 

up being expended to achieve thi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choice 

by the artists is because of properties possessed by the exhibition’s 

theme “love”: non-material rather than material, irregular rather than 

regular. The irregularity of love suggests a reason for its indefinability, 

its unattainability in reality. Might this also be the reason that art is 

so difficult to harmonize or reconcile with reality? Many poets have 

spoken of the reasons, but modern psychoanalysis speaks of this 

impossibility in more theoretical terms.

In his An Utterly Dark Spot, Milan Bozovic applied Lacanian theory to 

analyze love. While the object of love certainly gives pleasure to the one 

who loves, it is unclear what is exchanged in the loving relationship. 

According to An Utterly Dark Spot, to love is to “provide what one 

does not possess.” Moreover, the lover is the “subject of the lack” 

and the “desiring subject,” but “does not know what they lack,” while 

the one who is loved “possesses something but does not know what 

they possess.” Modern psychoanalysis holds that the more inevitable 

result within the drama of love, far from being a un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is instead a lack of correspondence. Applying Lacan’s 

hypothesis, Bozovic states that “what the lover lacks is something 

hidden within the loved” and that “the drama of love emerges from 

this very discordance.” This explains how it is that “a subject can love 

another without being aware of the cause of their own love.”

Kira Kim and Hyungkyu Kim regard “love as a concept” as being a “form 

of communion with an uncountable, nonmaterial spirit.” As artists, they 

attempt to position certain aspects of love within the artistic context 

of “thinking, sharing, and enjoying” that they have espoused for years 

– one that uses a range of media such as music, performance, and 

media to encompass “cross-sections and contemplation of our society.” 

Incorporating performances from Eastern and Western subcultures such 

as pansori, rap, and reggae, this exhibition has no paintings, sculptures, 

or installations – not even the video pieces that so often appeared in 

the artists’ past work.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there are just two 

actual performances (on October 10 and 24); for the remainder of the 

time, there are only filmed records of performances on the different 

stages throughout the gallery, along with closed-circuit television as a 

supplementary device for the performances. Around ten professional 

actors and musical performers (pansori, rap, and reggae) were selected 

through auditions, representing different genders and age groups from 

young to old; each performs his or her role precisely according to the 

script.

Yet certain variables intrude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methods 

of other art exhibitions, which introduce some finished product into the 

setting. The theme of “love” bear ties to the artists’ actual situation, but 

it also ties in with the specificity of the site where the artwork is placed. 

A storied setting where lovers, literati, politicians, and others stayed 

since its establishment as an inn in 1942, Artspace Boan 1942 retains 

traces of a rich modern cultural heritage. There is a natural viewing 

course for the players’ performances, which take place in different 

settings throughout the old and new buildings, but the power of each 

performance’s resonance will differ with the viewer’s perspective. Do 

You Believe in Love?_The Technique of Love is a suitable entry point 

for a simple yet complex theme. The viewer hears a girl in her early 

teens (played by Jubin Moon) as she reads off a list of sayings about love 

from different times and places. The words of many noted philosophers 

(including the previously quoted Alain Badiou) – along with those of 

dramatists, theologians, and artists – appear from the girl’s mouth as 

she reads off one A4 page’s worth of dialogue, as though delivering a 

lecture. 

But these splendid lists also raise the question: does this girl actually 

know about the love of which she speaks? Her dry performance lets 

us see how the officially circulating theories may be unrelated to 

her own existential conditions, experience, or emotions – these are 

parroted words of love. This use of child to read off dazzling theories 

is meant to be satirical. Does this mean the secrets of love have been 

unlocked? Yet a theory’s existence as theory also signifies that it has 

gained some kind of universal acceptance in the past. The viewer may 

yet spot some content among the discourses of love rattled off by the 

girl that do resonate with the currents that run through the exhibition. 

Crazy X_Memory is performed by a woman in her late twenties (actor 

Seonju Lee), who repeatedly alternates between weeping and laughing. 

Resembling someone who is indeed crazed, she calls to mind the 

classical definition of love as madness – Romeo speaks of love as the 

<X사랑> 전시전경, BOAN1942, 2019

Exhibition view of X Love, BOAN1942, 2019



most rational of madnesses – and evokes manic depression in particular. 

Unlike the girl, this woman has likely experienced love, and she is now 

illustrating physically the gap between the ideal of love and its reality.

As she repeatedly succumbs to and emerges from sweet memories of 

love, nostalgia becomes for her both nostro (return) and algos (pain), to 

quote Kristeva. What is her true face? As love puts the subject in mind 

of the other, the subject’s unity is imperiled. In Tales of Love, Kristeva 

alludes to the uncertain stage in which the individual leaves behind 

an indivisible state and accepts his or her own destruction within 

the other for the other’s sake. Kristeva sees the subject as existing 

through identification of the self with the ideal other; the woman, who 

seems to suffer from some affective disorder as she is seen alternating 

between manic highs and depressive lows, shows this identification to 

be unstable. The subject thus rests on an unstable foundation, relying 

on the narcissism that underpins the various forms of idealization 

inherent to love – as Tales of Love describes – as well as its emptiness, 

the artifices and the aura of the impossible. In this woman weeping and 

laughing alone as if out of her mind, the narcissistic satisfaction and 

idealization afforded by the relationship of love coexist. 

The performer in the work Loveㅁ_Dog (actor Yongsik Kim) speaks 

into a megaphone, alternating the words “I love you” with the “woof 

woof woof” sounds of a dog.  In Korean, his words call to mind the 

phrase “oreun gaesori”: “right nonsense.” The paradox of having to 

say two things from the same mouth is inherent to the duality of love. 

An action in his late forties speaks of the time when his son became a 

father. In the work Always a New World_A Past Life Is an Excuse for 

a Now Halted in the Present, an actor is bound and suspended from 

Artspace Boan’s second floor. Dressed in a suit and blindfolded, a man 

in his fifties (actor Seondong Kim) summarizes the plight of a middle-

aged man who has spent his life like a racehorse in blinders, moving 

only forwards. The driving force behind his blind race may have been 

love for work and family. The two forms of love are formally linked – 

but for many men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Not many people can 

cope when work (including artistic work in the artist’s case) and family 

relationships become buried in conventional everyday experience. 

Perhaps this is all the more true for an artist, who must always be 

awake.

In In Praise of Love, Alain Badiou notes that “the world is actually filled 

with new things,” adding that “love too must be accepted within these 

innovations.” In opposition to security and comfort, he argues for once 

again conceiving of risk and danger. The reactionary always suspects 

difference in the same of identity, Badiou notes. Describing love as the 

“points that create a fundamental experience of difference,” he defines 

the “process of love” as a “creative play of difference”; so it is too with 

art, not only with the “thinking” and “enjoying” that Kira Kim and 

Hyungkyu Kim have adopted as their reference point but also in the 

area of sharing. For Badiou, love is not confined to the personal domain. 

The aim of politics, he says, is not power, but “understanding what it is 

that a community can do.” In love as well, he sees the aim as being to 

experience individually and exhaustively the worlds of differences. Yet 

the situation that unfolds in the artists’ work is one in where there is no 

electronically transmitted media promote a narcissistic self has long 

been expressed in video and other media theory. This work connects 

mutually reflective media – transforming into a different kind of mirror 

– with the solipsistic love that is merely directed at oneself. In Tales of 

Love, Kristeva quotes a saying by La Rochefoucauld: “Do not mistake 

my love for you. It is not you. I merely love love, and of love I love only 

its uncertainty.”

The man and women in their late sixties who perform Love Doctors at 

the first-floor counter (actors Cheonhee Lee and Migyeong Jeong) may 

be the characters most suited to the spatial aspects of Artspace Boan 

1942. As viewers accept gifts of yogurt from them like guests arriving 

at an inn, they think of love as a time of fermentation, faintly yet 

cloying to the mouth. No matter what is happening, the two of them – 

seemingly husband a wife – focus solely on their eating, greeting guests 

with the same customary practices as they have for decades. Characters 

situated within reality in their own way, they may be described as “Love 

Doctors” because they have already transcended such things as love. 

“Love” cannot be disregarded ignored in the case of an old couple whose 

lives are now based more on affection and loyalty than romantic love. 

Yet it is because of love that their inn functions and they are able to put 

food on the table. The artists assign the two a bigger role than the other 

characters, as they must open the doors for the exhibition/stage itself 

to begin. They also serve to move visitors along to the place where the 

musical performance Vulgar Songs of Love_Reflection_Always New 

Languages takes place.

Eunhye Jeong, a bear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hangga (folk singing), is in her late thirties, but her history of vocal 

performance dates back over 30 years. For the performance, Jeong 

songs the “Farewell Song” from the Tale of Chunhyang and the “Reunion 

of Simbongsa and Simcheong” from the Tale of Simcheong, while the 

Analog Girl performs a rap version of “Winter Cap” from the well-

known love story of Suil Lee and Sunae Sim. While it may differ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lyrics to the pansori and rap are hard to make 

out.  Because these are well-known stories, however, the viewer is able 

to focus on the form. Eastern and Western love stories set to music tend 

to be intertwined with issues of money and power, with a happy ending 

where that entanglement is overcome  through good-heartedness or 

some miraculous intervention. In the case of the original songs adapted 

for this performance, the areas of emphasis differ according to era 

– suggesting that they will continue to change in the future. Tale of 

difference, and so community is impossible.

The man is his sixties performing Endless Desire of Another World 

(actor Gyeongyong Park) in the room next to the second-floor counter 

repeatedly bores holes to observe others. The universality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today reflects a reality where voyeuristic acts have 

become part of everyday life. Just as you “are what you eat,” so what 

you see becomes your own mind. Electronic media like closed-circuit 

television units and smart phones preclude the possibility of direct 

encounters between one human and another. The ubiquity of these 

indirect forms of communication results in subjects who are solipsistic 

yet uncentered; they merely see themselves in others. The vie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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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hyang, Tale of Simcheong, and “Winter Cap” feature classical 

storytelling, an approach whose variants can be found even today, but 

with their choice of the song format, the artists are speaking to the 

close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love and singing. “Love” may be 

the most frequently found subject matter in the song forms of East and 

West alike.

The performers sing of falling in love and of love being betrayed. In the 

souls of those who calculate things in rational terms, the place occupied 

by songs may be narrow indeed. Yet there is no value as universal as 

love. In the most basic terms, love is what makes perpetuation of the 

species possible. But is that all there is to it – what Richard Dawkins 

referred to as the gene’s “selfish” strategy? It may be that love is so 

powerful because its products impose such a great responsibility. 

Occurrences that may leave nothing behind once they pass us by exert 

a more consistent influence on subjects than explicit incidents. Such 

is love: small yet great, great yet small. In In Praise of Love, Badiou 

speaks of love as the “shared taste that everyone possesses”; he views 

love as contributing density and meaning to love. This lets us know that 

love is a theme worthy of being drawn upon as a way for contemporary 

art to achieve universal communication amid its estrangement from 

the public. But the most crucial part of Badiou’s discourse on love as 

it pertains to this exhibition is the demand to constantly change love’s 

contingency.

According to Badiou, love is an “incident that cannot be calculated or 

predicted by the rules of the world,” one that “always starts from an 

encounter.” The lover “accepts this contingency, desires and assumes 

responsibility for it”; love “is not the simple meeting of two individuals 

or some insular relationship, but the building of something.” In other 

words, love must become a form of ongoing construction – a matter 

of “producing universal meaning through the dogged continuation of 

a seemingly meaningless, small but fundamental incident within life.” 

For this exhibition/stage, Kira Kim and Hyungkyu Kim plan encounters 

that are accidental yet universal. Boasting an exploratory approach that 

seems to capture the same object from different angles and at different 

levels of magnification, X-Love shows that just as love leads us to 

question the meaning and essence of live, so art too has an intrinsic 

relationship with love. More than love simply being the subject matter 

or theme for this exhibition, it may be that art itself is love. According 

to this exhibition, art bears all the same strengths and weaknesses that 

love does.

<X사랑> 전시전경, BOAN1942, 2019

Exhibition view of X Love, BOAN1942, 2019



# 01 장님 _서로 다른 길

# 01 Blind man _Different way 

4K video installation, 5min. 30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장님_ 서로 다른 길>이라는 제목을 갖는 비디오 설치 작업은 공동선이라는 

명제 아래 작가적 입장과 태도로 바라본 대한 민국의 현실, 역사, 이념, 

정치, 세대, 지역, 노사 문제 같은 갈등과 대립, 충돌 등을 심미적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비디오작업이다. 장님이란 물리적인 결과로써의 맹인이 

아니라 개념적, 심미적 관점의 장님과 이념과 폭력의 물신주의를 바라보는 

개념적인 사유로써의 장님이다. 이 작품을 통해 집단화의 광기와 각기 다른 

욕망의 지표들은 인간의 가치와 미래의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재고하고 

하길 희망하고 있다. 엄숙하면서도 풍자적인 신호체계는 이렇듯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관성을 직시하고, 누적된 사회적 병폐들을 해결토록 

하려는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This video installation art metaphorically portrays the national 

conflicts of Korea which were often denied in the name of 

common good including history, ideology, politics, generation 

gap, regionalism and labor problems from the esthetic and artistic 

aspect. ‘Blinded’ does not refer to physical blindness. Rather, it is 

a conceptual definition in esthetic, ideologic and materialistic term 

that makes people mentally blind. This work could help us to rethink 

on the diversity of future and humane values, and this solemn, yet 

satirical signal system allows people to face the inner inertia and 

respond to urgent need to resolve social illnesses.



# 01 장님 _서로 다른 길

# 01 Blind man _Different way 

4K video installation, 5min. 30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 01 장님 _서로 다른 길

# 01 Blind man _Different way 

4K 3-ch video installation, 5min. 30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Pohang City Museum, 2018



# 01 장님 _서로 다른 길

# 01 Blind man _Different way 

4K 3-ch video installation, 5min. 30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Pohang City Museum, 2018



약속의 땅

Promised Land

4K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12min. 49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약속의 땅

Promised Land

4K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12min. 49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세상의 저편_표준화된 시점

BEYOUND THE WORLD_STANDARDIZED POINT OF VIEW

4K 3 channel video installation, 5min. 49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Presidential Archives Gallery & Hall, 2018



불확실한 대답

AN UNCERTAIN ANSWER

4K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min. 49sec., 2018

Installation view at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18



낡은 한모금_명보 다방

AN OLD SIP OF COFFEE_THE MYEONGBO COFFEE HOUSE

CCTV video installation, 10min., 2016

Installation view at ARA Art Center, Seoul, 2016



그날_꽃과 별이 되다

THE DAY_BECAME A FLOWER AND A STAR

Video installation, 4min., 2016

Installation view at ARA Art Center, Seoul, 2016



세기의 빛_정토(淨土)

ILLUMINATION OF CENTURY_ELYSIAN FIELDS 16-01

Video installation, 5min., 2016

Installation view at DDP Kansong Museum of Art, Seoul, 2016

동양적 사고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은유될 수 있는지를 비디오만이 

갖는 시점과 관점의 형식 안에서 묘사한 실험적 작업이다. 화면 속에서 끊김 없이 이동하는 카메라

의 시선을 통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유의 지점을 담아냈다.

An experimental work metaphorically expressing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in 

oriental perspective from the uniquely forming visual points of moving images. It indicates 

various locations of reasoning within the same time and space of non-stopping camera 

screen.



그리고 파란 거울_난 눈으로 너를 듣는다

AND BLUE MIRROR_I LISTEN TO YOUR VOICE BY THE EYES OF MINE

Installation, 2016

Installation view at Bukseoul Museum of Art, 2016



잘자요 내사랑!! 

GOOD BYE MY LOVE TRA!!

Installation, 2016

Installation view at Bukseoul Museum of Art, 2016



[left]

구겨진 침대 위에 두 개의 베개

TWO PILLOWS ON A CRUMPLED BED

Video installation, 6min., 2016

[right]

잘자요 내사랑!! 

GOOD BYE MY LOVE TRA!!

Installation, 2016

Installation view at Bukseoul Museum of Art, 2016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각 작품이다.

25년 동안 소유하던 자동차를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모뉴먼

트이자, 기념비로서 인간에게 자동차 혹은 기계장치가 단순

히 편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소유물이 아닌, 교감하고 소통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담았으며 사회적 관계, 재

탄생, 인공지능, 인간과 기계, 소통의 방식 등의 개념이 담겼

다.

This is a sculpture reinterpreting man-machine 

relationship. It is a monument to reminisce a quarter 

of a century old vehicle not only as a property to 

accommodate man, but also as a communicable object 

in terms of social relations, adaptation, A.I., man-

machine and interaction mode.



구겨진 침대 위에 두 개의 베개

TWO PILLOWS ON A CRUMPLED BED

Video installation, 6min., 2016

Installation view at Bukseoul Museum of Art, 2016



구겨진 침대 위에 두 개의 베개

TWO PILLOWS ON A CRUMPLED BED

Video installation, 6min., 2016

Installation view at Bukseoul Museum of Art, 2016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무용수들의 퍼포먼스로 표현한 

비디오 작업이다.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비디오

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고통받고 인내하는 두 사

람의 시간과 판타지를 그려냈다.

This is an animated work presenting ardent lovers 

in the performance of dance. Based on a true story, 

this video portrays the passage of time and fantasy 

focusing on pain and endurance of hopeless lovers.



씨앗들_인간에게 주어진 만남의 형태

SEEDS_GIVEN STATE OF THE MEETING FOR A PERSON

4 channel video installation, 12min. 34sec., 2016

Installation view at Bukseoul Museum of Art, 2016

25년간 정들었던 차량과 헤어짐을 준비하는 마지막 여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Virtual Reality가 막 태동하던 시기에 맞

춰,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간 중심으로 카메라 관점을 

벗어나,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계의 미학을 담았다.

기계에게도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적 비디오 작업으

로 미래에 이야기될 인공지능, 인간과 기계의 관계적 관점 

등 다양한 담론을 함축했다.

A video record of a final motor tour by 25-year-old 

vehicle to bid farewell. 360-degree rotating camera 

is used in the beginning of VR era to transcribe the 

beauty of correla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object, 

outside of anthropocentric view. Various discourses 

are implied on the image including A.I. and man-

machine relationship to signify a conceptual existence 

of emotion on machines.



플로팅 빌리지_위재량의 노래

Floating Village_The song of Wi Jaeryang

Performance, 90min., 2015-2016

Installation view at RTO, Perigee Hall, Seoul Museum of Art, 2016



플로팅 빌리지_위재량의 노래

Floating Village_The song of Wi Jaeryang

Performance, 90min., 2015-2016

Installation view at RTO, Perigee Hall, Seoul Museum of Art, 2016



18 19 Kira Kim

작가의 언어-김기라

�이념은 늘 아름답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

�현실에서의 상황과 역사에 대한 또 다른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현실에서의 삶이나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

�예술가는 역사와 시간, 공간들에서 벌어져 있는 틈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인 듯합니다.�

�예술가의 입장과 태도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것 

그리고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향한 사유와 

행동주의자 같아요 .�

�갈등·대립의 상황이나 이념이라는 허울을 쓴 정치적 

상황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공동선�을 향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망령이 돼 오히려 인간을 옥죄며 욕망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술에서 경험과 진정성에 따른 다각도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실재 현실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미래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

�나에게 예술이란 인간의 죽음 이후에 휴머니즘 같아요 .�

Language of the Artist-Kira Kim

�I believe ideology is always beautiful but 
history is violent.�

�Without another logical analysis of the reality conditions 
and history, and transformation of the perception, our 
current lives in reality and our 
dreams of the future would not be any different.�

�It seems likely that artists play the role of 
discovering open crevices between history and 
time spaces, then bridging the gaps in between.�

�The position and attitude of the artist is to shatter 
stereotype and prejudice and further pursue true equality 
and freedom as activist.�

�I wished to point out that the condition of conflict 
and opposition or politics wearing an ideological façade 
are actually suffocating men while instigating desire rather 
than heading for the beneficial and positive �common good� 
for everyone.�

�I think experience and sincerity followed by 
multi-angle perspectives are important in art.�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between existing 
reality and the future beyond our imagination.�

�For me art seems to be humanism after 
the death of men.�

�예술에 있어서의 예술가의 행동, 입장, 태도의 선택은 

하나의 탈주선 같아요 .�

�나에게 예술은 스스로 지니고 다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the common)은 일자 (the one)에 항상 

대립하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예술은 하나의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예술은 공동에 가까우니까요 .�

�개념적 방식에서 어둠은 밝음보다 더 깊고 넓어요 .�

�예술이 상상계를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이미지보다 어둠 혹은 

다른 방식의 경험치들이 더한 감동이 있지는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은 순서이지만 기억은 편재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순서나 시간이 주체의 

편재에 의해 배치되니까요 .�

�협업은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의 방식이 아닐까요? 

일종의 다각도적 다층적 사유방식의 운동처럼 말이죠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파괴적이고 침투적인 자본주의의 시장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

�The artist's choice of action, position, and attitude 
in art seems like one of the escape line.�

�For me art is a tool that I carry around.�

�The common always appears to oppose against 
the one. Perhaps this is why uniformity does not 
exist in art. Art is closer to the common.�

�In the conceptual method, darkness is much 
deeper and wider than brightness.�

�If art is a method that operates the imaginary 
than wouldn't darkness or other method of experiences 
be more impressive than images?�

�In physical terms, time is a sequence but memory 
seems to be composed of omnipresence……sequence 
and time is juxtaposed by the subject's ubiquity.�

�Isn't collaboration the most important artistic method 
in contemporary art? Like some sort of movement with 
multi-angle and multi-layered method of pursuit.�

�Not long ago, criticism of capitalism was 
directed towards the destructive and intrusive 
market of capitalism.�

김기라 Kira Kim

작가의 언어

Artist’s languag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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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니는 마을_정부-소비자-개인_바닥 Floating Village_Government_Consumer_Individual_The sole in Seoul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2′4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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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니는 마을_정부-소비자-개인_바닥 Floating Village_Government_Consumer_Individual_The sole in Seoul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2′4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22 23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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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수정된 시각_진달래 꽃 01

A Weight of Ideology_Revised eyes_Korean rosebay part 01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이념의 무게_공동선위에서  

A Weight of Ideology_On the common good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이념의 무게_지각의 정치학_진달래 꽃 02  

A Weight of Ideology_Politics of perception_Korean rosebay part 02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이념의 무게_숨없이 02 

A Weight of Ideology_without breath 02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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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념의 무게_공동선위에서 A Weight of Ideology_On the common good

2014, HD 비디오 HD video, 10′00″, Spring Center of Art, Beijing,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이념의 무게_지각의 정치학_진달래 꽃 02 A Weight of Ideology_Politics of perception_Korean rosebay part 02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이념의 무게_수정된 시각_진달래 꽃 01 A Weight of Ideology_Revised eyes_Korean rosebay part 01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아래) 이념의 무게_숨없이 02 A Weight of Ideology_without breath 02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MOCA Taipei Museum, Taipei, Taiwan,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이념의 무게_숨없이 02 A Weight of Ideology_without breath 02

2014, HD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이념의 무게_공동선위에서 A Weight of Ideology_On the common good

2014, HD 비디오 HD video, 10′0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26 27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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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라  

K ira Kim

좌) 마지막 잎새 #02_당신이 나를 원하는 것처럼 The Last leaf #02_Like you wanted me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08″,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우) 붉은 수레바퀴_당신은 나의 것 The Red Wheel_You Belong to Me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18″,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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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라  

K ira Kim

좌) 마지막 잎새 #02_당신이 나를 원하는 것처럼 The Last leaf #02_Like you wanted me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08″,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우) 붉은 수레바퀴_당신은 나의 것 The Red Wheel_You Belong to Me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18″,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30 31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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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 A Weight of Ideology_Darkness at Noon

2014, 싱글 채널 HD 비디오 설치 Single-channel HD video installation, 35′34″,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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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 A Weight of Ideology_Darkness at Noon

2014, 싱글 채널 HD 비디오 설치 Single-channel HD video installation, 35′34″,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34 35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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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마지막 잎새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2014, HD 비디오, 사운드 HD video and sound, 34′13″,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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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마지막 잎새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2014, HD 비디오, 사운드 HD video and sound, 34′13″,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이 영화는 2014년 2월 23일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 면회소를

배경으로 실제 있었던 상황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Mt. Geumgang Reception in North Korea on Feb.23.2014.

The 2014 film,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is based upon the reunion 

of dispersed famili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3939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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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길 그리고 빛이 없었던것들 Erased road, And who were without light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45″,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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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길 그리고 빛이 없었던것들 Erased road, And who were without light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45",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42 43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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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길 그리고 빛이 없었던것들 Erased road, And who were without light

2015, 2 채널 비디오 설치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10'45",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45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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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빌리지_위재량의 노래 Floating Village_The song of Wi Jaeryang

-절망도 사치스러운 (feat. 아날로그소년 & Koonta of Rudepaper)

-공짜가 좋다고 (feat.Issac Squab & DJ Skip)

-살아가는 곳 (feat.최삼 & Chailo)

2015, 비디오 설치 Video installation, 17'3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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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빌리지_위재량의 노래 Floating Village_The song of Wi Jaeryang    

2015, 비디오 설치 Video installation, 17′3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이 작품은 작가가 위재량 (Wi, Jaeryang)

이라는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청소관리직 

9급으로 정년한 시인의 시를 읽고 저항정신의 

하위문화 힙합 뮤지션들과 협업하여 만든 

영상과 음원이다. 이 음원의 가사와 전반적 

흐름은 위재량 시인의 시와 랩퍼들의 답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반제작과 영상, 퍼포먼스 

설치작품들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 작품은  

불확실한 사회에 대한 시대정신을 말한다.

This music was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the resistant spirited 
subculture hip-hop musicians as Kira 
Kim was inspired after reading a poem 
by Wi, Jaeryang, who retired from his 
position as a ninth degree civil servant 
sanitary worker. The general lyrical 
compositions are arranged with the 
lines from Wi, Jaeryang's poem and 
the rappers reply in return. This CD 
as ART work is organized with record 
production, video and performance 
installations that represent the zeitgeist 
of an indefinite society.

Floating Village

위재량의 노래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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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빌리지_위재량의 노래 Floating Village_The song of Wi Jaeryang   

2015, 비디오 설치 Video installation, 17′3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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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빌리지_위재량의 노래 Floating Village_The song of Wi Jaeryang    

2015, 비디오 설치 Video installation, 17′30″, 작가소장 Courtesy of the Artist

김기라  

K ira Kim

〈프로젝트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나의 이번 프로젝트 �플로팅 빌리지�는 �사유�, �공유�, �향유�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의 사적 영역인 

�사유�, 사적인 문제들이 공론의 장으로 관입된 �공유� 그리고 공적 

공간으로 확대되어 재생산된 공동·공공의 �향유�이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젊은이들, 치솟는 전셋값에 언제 집을 비워주어야 할지 

몰라 눈치 보는 서민들, 끊임없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거대 자본력과 도시개발의 논리 아래 

살 곳 없이 떠돌게 된 재개발 지역 원주민들, 자본의 권력 앞에 

무너진 가장들,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망가진 개인의 역사들, 

실향민 등…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실은 이처럼 수 많은 

떠다니는 사람들을 양산해냈다. 

플로팅 빌리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플로팅(떠다니다, 부유하다)의 원 의미처럼 문화적으로 개인의 

상황, 역사, 정보, 이미지들이 사이버나 SNS 등의 가상 공간에서 

떠다닌다는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정치의 실종, 

비정규직 (쌍용차 문제, 정리해고 등) 및 노동자 문제, 본인 

명의의 자택 소유 희박, 전/월세 주택난, 기러기아빠 현상, 

88만원세대, 세월호,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되는 여러 자살 사건 

등의 사회현상으로 개개인의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침착되지 

못한 채 떠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위의 두 가지 의미와 

더불어 결론적으로 현재 이 시대에 부유하고 있는 각 개인의 

역사와 그 상관관계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고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현대사회 즉 

플로팅 빌리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들에게 보다 

넓은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현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를 제안해 본다. 

What and How to enclose in this project?

My recent project, �Floating Village� could be divided 
into three parts: �private possession�, �sharing� and 
�enjoyment�. The realm of �private possession� with 
personal experiences and memories, �sharing� where 
such personal issues are penetrated into the venue 
of discussion and the communal•public �enjoyment� 
expanded and reproduced into the public space. 
The young generation of the so-called �880,000 
won(approximately $777) generation� maintain 
living by part-time jobs, the working class hesitate 
when to vacate their rents due to high-rocketing 
rental deposits, the temporary employees suffer 
under endless employment instability, the nomadic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has lost their 
homes due to massive capital strength and city 
development, every head of the household who has 
fallen before the power of capitalism, individual's 
histories destroyed within the wheel of history, and 
all the displaced people…the past and pres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mass-produced such 
assemblage of people floating around in insecurity. 

�Floating Village� holds three large significances. 
First of all, like the original meaning of floating 
(drifting around, buoyancy), it signifies the culture 
of personal issues, history, information, and image 
floating around within the virtual space like those of 
cyber or social network service. 

Second, it also addresses the absence of politics in 
society, the issues of temporary employees (issue of 
Ssangyong Motor Company, layoff and etc.) and 
the labor problem, the rarity of owning a house 
under one's name, housing shortage, the goose father 
phenomenon, the 880,000 won generation and Sewol 
ferry disaster, suicide cases caused from various 
reasons and etc. In other words, it represents these 
societal elements of individual society and culture 
floating around in instability. Lastly, in addition with 
the above, this consequently holds the contemplative 
significance of each individual's buoyant history of 
this era and the interrelated issues above and beyond. 
Through this project I intend to steer people of the 
current era living within the floating village, in other 
words, the unstable and fluid society, to contemplate 
the current situation together in extended perspectives. 

Floating Village
Kira Kim

플로팅 빌리지 (떠다니는 마을)
김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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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

�플로팅 빌리지�는 불확실한 시대에 부유하는 개인들의 역사와 

삶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은유적 표현의 큰 이념과 공동선, 

역사 앞에 끝나지 않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나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한정된 전시공간이 일반 아파트 

40여 평의 크기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파트의 형태가 

공중에 떠있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개념과 함께 마치 40평짜리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 구조를 연출하고자 했다. 

이 공동체 공간 안에 개인과 이념, 역사, 시간들이 포함되고
충돌하는 영상과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다.

나는 이번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상감독과 

시인, 성우, 무용가, 아나운서, 신경정신과 의사, 랩퍼 및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통해 불확실한 이 시대에 개인의 삶은 

어떻게 부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현 시대의 담론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예술의 심미적 측면에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플로팅 빌리지의 

40평 공간은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야기들이 모여 공유되는 

공동의 장이자 그 공동에서 발생한 담론의 장으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념의 무게와 공동선의 물음_삶의 무게〉

나는 �공동�이라는 이념은 늘 아름답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념이라는 허울과 정치적 상황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공동선(common goods)�을 

향하기 보다, 보이지 않는 망령이 되어 인간을 옥죄며 

욕망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덥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에도… 

갈등, 분노 ,대립, 충돌로 달아오른 대한민국은 감정적으로 

�덥다�. 미디어를 통해 혹은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정치, 자본, 

종교, 역사, 노사, 지역, 남북 간의 갈등에 개인 간의 싸움까지 

그칠 줄 모른다. 내가 말하는 �이념� 혹은 �공동�은 좌우 색깔론을 

넘어, 위와 같은 여러 갈등을 유발 시키는 모든 요인이자 

공동을 위한 이념들이다. 그래서 그 이념의 무게는 삶의 무게와 

가깝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이러한 사회 갈등으로 치르는 

경제적 손실, 즉 �이념의 무게�에 대한 사회적 손실 값이 240

조원 이상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참고로 1위는 터키다). 나는 갈등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실 비용과 물리적 낭비 그리고 공동선의 부재라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요즘 나의 작업들은 그 물리적 

Space Composition

As a whole, �Floating Village� deals with 
the individual lives and history, floating around in 
the indefinite era. Moreover, it also involves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of ideology and 
common good, and the narrative of individuals who 
stand before the unfading history. I observed that 
the limited exhibition space physically given to me 
were identical to the size of a general apartment 
(about 130 square meters) and so based on the 
concept of a buoyant collective space, I wanted to 
present a space, in the form of 130 square meters 
apartment model house. Within this collective space, 
I wished to enclose the collision of individual and 
ideology, history and time. I am not directly revealed 
in this project, but I intended to show how individual 
lives are floating in this unstable time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film director, poet, voice 
actor, choreographer, newscaster, neuropsychologist, 
rapper and musicians. Furthermore, I attempted 
to unravel the contemplation on how to view such 
discourses of the current era in aesthetical and 
metaphorical perspectives. Accordingly this 130 
square meters space appeared to be a communal 
space as well as a discursive venue of accumulation 
of personal narratives. 

The Question of A Weight of Ideology and 
the Common Good_A Weight of Life

I believe the ideology of �common� is always 
beautiful but �history� is always violent. I want to 
point out that the façade of ideology and political 
conditions are rather inciting the desires of men, 
like invisible senile suffocation rather than directed 
towards the �common good� beneficial to everyone. 
It is still burning hot even though autumn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Republic of Korea is 
emotionally �boiling hot� with conflict, hatred, 
opposition and collision. Extending from the politics, 
capital, religion, history, labor union, region, and to 
North and South Korea, the conflicts and fights have 
no end. The �ideology� or �common� that I talk about, 
travel beyond the issues of left and right ideologies, 
it is the cause for every conflict like the above listings 
and the ideologies for the common. Therefore, a 
weight of ideology is very similar to the weight of life. 

According to some research, the societal loss on 
the �weight of ideology�, i.e. the economical loss 
occurring from the respective conflicts exceed 
2.4 trillion won. This ranks number 2 on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tatistics. The reality of astronomical 

비용을 가로지를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향하고 

있다. 제주, 평택, 광화문, 백령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공동선을 

위한 이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벼이 할 수 있을 방도를 찾고 

있다. 여전히 자본주의 모순과 전체주의 모순은 나와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이 때로는 이데올로기처럼, 때로는 문화와 정치로 

변형되어 나를 괴롭힌다. 요즘은 공동선 혹은 공동에 관한 

물음을 관심 있게 공부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각 개인 

앞에 자유롭지 못한 이념의 무게와 공동선이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의 현실, 오늘의 역사, 이념, 정치, 종교, 세대, 지역, 

노사, 남녀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 충돌을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예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인의 위치나 경계, 배치의 

순간들을 조우하도록 유도한다. 이 지점들은 서로 다른 시간의 

차이들을 나타내며, 그 안에서 편재하는 시간들을 재편하여 

동시대성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동시대성은 미래를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가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가정 아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하며, 미래의 시각에서 

현재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고민해 볼 문제이다. 

내가 관심 있게 연구하는 공동선과 이념의 무게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흑과 

백, 혹은 좌와 우의 변증법적 대치 갈등과 충돌로 보지 

않는다는 시각을 선험하는 것과 같다. 나의 고찰들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가치인 공동선이지만, 이 또한 일반적으로 듣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허울과 허구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탐구는 문제의 지점에서 갈등과 분노를 

보여주기 보다,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예술이라는 관점을 

통해 바라본 인본으로서의 가치, 혹은 인간다움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물음과도 같은 것이다. 이 관점에 관하여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윤리의 정치화�로 공동선을 재구축하자고 

주장했으며 권력의 약한 지점을 간파하는 �자유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공동선을 정의하기도 했다. 

amount of loss, physical waste and the absence 
of common good triggers my deep anger. 
In consequence, my recent works are in direction 
towards the practice and method of traversing such 
physical costs. I am traveling around Jeju Island, 
Pyeongtaek, Gwanghwamun, Baenyeongdo Island 
to find alternatives for alleviating the weight of 
ideology for the common good.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and totalitarianism still stand in front 
of you and I. They torment me sometimes as 
an ideology and sometimes transformed into culture 
and politics. These days, I am researching and 
studying the questions of common good or the idea 
of the union. I study the re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title of a weight of ideology and 
common good, not free in front of each individual 
in addition with the conflicts, opposition, and 
collision within today's history, ideology, politics, 
generation, region, labor union, gender equality 
and more. And filtering this through the form of arts, 
I attempt to induce the meeting of the individual 
positions and moment of juxtapositions. These 
points represent the gap among the differing times, 
regrouping the omnipresent times within this, 
thus discovering the contemporaneity and this 
is highly critical. I believe this contemporaneity 
guarantees the future. We all should contemplate 
the current conditions and how it would be accepted 
in the future under the premise that without presence 
there is no future. The common good and a weight 
of ideology that I study with deep interest transcend 
the perspective of the so-called dialectal opposition 
and collision of the issues of white and black and left 
or right which represent the commonly talked about 
communism and democracy. 

Such consideration of mine presents the values of 
common good for the entire community, but to 
judge in general, this may be closer to fakeness 
and fiction in reality. My respective exploration is 
the questioning of seeking the fundamental value 
of men or the possibility of humanity through 
the perspective of art rather than revealing 
the conflict and hatred at the point of issues. 

The philosopher, Salvoj Zizek claimed to reconstruct 
common good with �politicization of ethics� on this 
perspective and also regulated common good as 
�collaborative struggle for freedom�, penetrating 
the weak point of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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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역할과 태도〉

나에게 예술가란 인간의 죽음 이후에 만나는 휴머니즘과도 같다. 

현실에서의 상황과 역사에 대한 또 다른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의 삶이나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예술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조하지만 전체를 바꾼다는 것에는 여전히 냉소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몫과 그 위치는 시대의 눈과 시각 

그리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가의 역할과 태도는 무엇을 

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역사와 

시공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것 같다. 예술가의 입장과 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술가의 윤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것 그리고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향한 사유와 

행동주의자와 같다고 생각한다.

쓸데 있는 짓을 하는 사회 안에서 예술가의 쓸데없는 행동의 

중요성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쓸모 있는 그 어떤 

행위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유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지적하며 주변인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다루어왔다. 나는 나의 이러한 작업이 

이 시대의 사라져가는 휴머니즘과 공동선을 측정하는 예술가의
쓸데없는 입장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불평등과 편견의
사회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의 입장과 태도를 통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전문가 및 협업자들과 연대하고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현대미술 운동이나
사회 전반의 예술운동, 혹은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식
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Role and Attitude of an Artist

To me, an artist is like humanism after the death 
of man. Without another hard-edged analysis and 
change of perception on the history and the current 
condition, then the present life wouldn't be much 
different from the future that we dream of. I do 
agree to certain extent that artists could change the 
world, however I am still cynical about changing 
the entire world. In my knowledge, the portion and 
position of an artist is to become the eye, perspective 
and position of that generation. The role and 
attitude of an artist is crucial in what to look at but 
it is bound to be a position of suggesting the means 
of looking at things. Artists seem to play a role of 
melding the crevice between the time and space 
within history, building a bridge in between. In the 
stance of viewing the artists� position and attitude,
I think the moral of an artist is to shatter stereotypes 
and prejudices, similar to activists who yearn for true 
freedom and equality. I have dealt with the problems 
of my surroundings in diverse angles, pointing out 
the social inequality and prejudice. These works 
of mine are probably the inadequate position and 
attitude of an artist, measuring the fading humanism 
and common good in this era. I feel the necessity to 
provide the stage of reflection, where artists, various 
professionals and collaborators living in this society 
of inequality and prejudice to bond and contemplate 
together. Through this, new discourse would develop 
whether it is the contemporary art movements or 
general social art movements, or the various forms 
of methods to practice such movements.

Metamorphosis, The Captured Capital

Cho Eun-jung 

Art Historian, Art Critic

메타모르포시스, 포착된 자본 

조은정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

�표준�에서부터 �분단�까지. 김기라는 자신이 속한 현대 

한국사회 내부의 이슈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반권력적 

성향을 지닌 작가이다. 작품이 잘 팔리기로 이름난 작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유명 갤러리 소속작가이기도 한 그에게서 

반권력적 요소를 언급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럼에도 

시각적 체계를 전복시키고, 인식적 세계관에 경종을 울린다는 

일상화된 현대미술에 대한 설명문은 정확히 그에게 들어맞는다. 

그의 작업은 �불편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현대�를 

벗어난 적이 없고, 전통이 되어버린 온갖 터부를 건드리지만, 

조형언어의 새로움이라는 도식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다.  

물론 반권력적인 작업 또한 실은 저항이란 권력의 체계에 의해 

생성되는 탓에 전적으로 체계를 침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는 불편함을 떨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햄버거에서 슬라보예 지젝 (1949–) 까지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작가에게 포착된 순간, 그 어떤 것도 

포르말린에 적신 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곤충처럼 표본화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유의미하다. 

그는 �조화와 공존이 없는 번영은 폭력�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 사회에 떠도는 증기같은 관념들이 실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호기로움에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초기의 젊은이다운 실험적 몇몇 작품을 지나, �우리 내부�
의 소수에 대한 집중에서부터 대중을 향한 포화를 열었다. 

그의 주목할만한 첫 개인전 명은〈표준〉이었다. 표준은 한국 

근대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힘 있는 언어 중 하나이다. 사적인 

자본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국가가 규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 �표준�에 맞추어져야 한다. 공업표준은 

물품을 상품으로서 유통시키게 하는 인증서이다. 근대화와 

함께 국가권력으로서 행사된 �표준�의 시스템은 당연하게도 

문화와 인간에 적용되었다.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모두 하나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집단성의 원동력이 

바로 �표준�이다. 위로부터의 강력한 제재의 수단으로 동원된 

공업적 표준이 사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화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표준�은 내부의 존재를 

타자화하고 개인의 차는 거세된다. 결국 억압과 폭력에 의한 

표준화 시스템은 주체를 표준화를 향한 욕망적 존재로 

화하게 한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실체들, 구별의 

욕망과 그것을 도모하는 것들의 욕망에 대한 드러내기이다.

From �Standard� to �Division�, Kira Kim has actively 
opposed elements of power and authority by critically 
revealing internal issue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t the same time, however, he works with 
a prestigious gallery with a stellar collection of famous 
artists, known for its excellent marketing and sales. 
These two facts seem to contradict one another, 
but the situation actually suits Kim perfectly, invoking 
contemporary art's tendency to subvert the visual 
system and raise the alarm to the cognitive worldview. 
Kim's works have never left the realm of �contemporary� 
art as a modifier of the �uncomfortable.� Furthermore, 
he has never veered from his determined course to 
pursue new aesthetic languages while touching upon 
various taboos. Of course, in some ways, his anti-
authoritarian works may actually serve to confirm 
and reinforce the establishment; given that all forms 
of resistance are inevitably generated by the system 
of power, they cannot completely erode that system. 
Nonetheless, once an artist has captured and collected 
all of the items and issues that we consume, from 
hamburgers to Slavoj Zizek (b. 1949), they become 
specimens for examination, like insects soaked in 
formaldehyde and stuck with pins. In this context, 
his works have great significance with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im maintains that �prosperity without harmony and 
co-existence is violence.� Furthermore, he emphasizes 
that the ideas and concepts that permeate Korean 
society actually control our lives, like the steam 
that drives the pistons of an engine. After the early 
experimental works of his early career, which derived 
exuberance from his youthful magnanimity, he 
opened fire on the public, focusing on the minority 
that we conceal inside ourselves. His remarkable first 
solo exhibition was entitled Standard, a word that has 
deep implications for defining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r example, every product of a privately 
owned factory must meet certain �standards� that are 
defined and managed by the state. These industrial 
standards serve as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that is necessary for the distribution of goods as 
commodities. Of course, the system of �standardization� 
and �modernization� that now operates as the state 
power can also be applied to culture and people. The 
same system of �standards� provides the impetus for 
consolidation that allows every Korean to condense 
the complex lives of historical icon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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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작품에 따르자면, 표준의 준거는 권력적이어서 통합이 

아닌 타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의 원리일 뿐이라고 

해석된다. 표준은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가해졌던 것과 

같은 분리 혹은 격리의 정책을 정당화한다. 근대 위생과 

이성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이 식민지 권력을 정당화하였던 

것처럼, 다운증후군과 자폐아라는 이른바 장애는 그들의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방식에 의해 구별하게 한다. 빠르게 

재생된 춤 추는 장애우의 녹화 화면은 우스꽝스럽다. 하지만 

빠르게 재생된 필름 안에서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지팡이를 흔들며 걷던 뻗정다리 

찰리 채플린의 가속화한 필름 속 삶이 눈앞을 스칠 때, 

장애와 우스꽝스럽다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관객의 몫이 된다. 

장애인 부부에게 명품 옷을 입혀 결혼사진을 찍어주는
〈웨딩프로젝트〉는 사회적 차별이 실은 자본주의의 속성임을, 

그 욕망에서 발원한 것임을 드러낸다. 명품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사진을 찍는 호사를 장애인 부부에게 누리게 

한다. 결혼식 사진이라는 일상이 꿈을 실현하는 프로젝트 

같아 보이는 이 낯섦의 실체는 무엇일까. 장애와 비장애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 짓고 게토화 하는 전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하다.

실체가 없는 관념들은 사회구성원의 고통의 실체이기도 

하다. 임신과 육아에 의해 커져 버린 몸체의 아줌마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살을 빼야 한다. 출렁거리는 

지방층은 더 이상 지모신의 당당함이 아니라 게으름과 

식욕이라는 자본주의의 악을 상징할 뿐이다. 제어되지 않는 

신체의 반응을 넘어서야 하는 아줌마의 비현실적 노력의 

결과로 그들 삶은 현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힘겹게 올라간 고층 건물 밖으로 내던져진 

카메라가 훑는 시선들을 쫓는 우리의 시선이 눈물범벅이 되는 

것은 아이엠에프—IMF, 나는 F 학점이다—를 겪은 1997년 

이후 한국에서의 삶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 작가의 

숨소리가 삽입됨으로써 가정의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떠올리게 되고 자살을 택한 그가 바라본 마지막 세상의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루저�의 시선을 나 또한 갖는다. 시선의 공유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는 

이른바 YBA 작가들을 대거 배출한 골드스미스에 유학을 

다녀왔다. 어느 정도 학벌이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주변부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을 작가 스스로 경험하였다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서구세계의 유학은 일상적이지만 

소수의 일이고, 과거 국가의 인재양성시스템에서부터 

부모세대의 자본주의적 사회계층 형성의 욕망 체계로 

이동되었지만 교육을 통한 계급의 차를 낳는다는 점에서는 

변한 게 없다. 공리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의 학습은 국내에 

돌아와 재회한 자본주의적 욕망의 천박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차별과 편견에 대한 거친 

항거와도 같았던 그의 작업이 욕망구조를 파헤치는 데 

주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화에 동반된 상품의 선전과 정치적 선동의 프로파간다인 

선전이 유비되는 언어적 작업은 철저히 자본의 모습을 띤다. 

팝아트와 정크푸드를 떠올리게 하는〈Coca Killer〉는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이후 미국 군정과 그에 따른 

서구 자본주의에 의해 생성된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은유한다.〈We are the One〉은 한국인 

모두에게 88올림픽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급하게 편승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허구성을 또한 은유한다. 그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인기 있도록 한 한창때 네덜란드 정물화를 닮은 

화면은 밝고 반짝이며 세부를 들여다보는 재미로 유혹하는 

키치의 모습이다. 화면 가득히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다. 먹다 

남은 더러운 콜라컵에 붙어있는 하잘것없어 보이는 파리와 

메뚜기들이 메멘토모리, 개선장군의 뒤를 따르며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외치는 고대의 노예임은 누구나 안다. 

Shin Saimdang (1504–1551) or King Sejong 
(r. 1418–1450) into a single unambiguous figure. 
Naturally, and inevitably, the industrial standards 
that provide a model for adequacy and restriction 
are now being applied to members of the society. 
The application of such standards to individuals and 
to culture casts various entities within the society 
as the �Other,� effectively castrating the differences 
that distinguish individuals. After all, the oppression 
and violence of of standardization is a self-replicating 
system that transforms subjects into beings that 
desire standardization. Kira Kim seeks to expose 
these beings by laying bare the desire for 
differentiation and the identity of those that 
promote such differentiation. 

Kim's works reveal how the grounds for standards 
are based on and determined by power, so that 
their principles do not result in integration, but in 
the production of others. Standards may be used to 
justify a policy of separation and segregation, no 
different from the case of patients afflicted with leprosy 
who were outcast on Sorok Island. Indeed, just as 
colonialists once justified their oppression with 
�rational� arguments related to sanitation and 
development,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Down 
syndrome and autism are now differentiated by 
their �non-rational� behaviors. In one of Kim's works, 
a video of a disabled person dancing is played at 
high speed, for a humorous affect. But then, who 
wouldn't look funny doing a fast-forwarded dance? 
Recalling the bow-legged gait of Charlie Chaplin, 
jaunting back and forth with his cane, viewers are 
forced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and humor. In Kim's series Wedding Project, 
he takes wedding photos of disabled couples in 
expensive designer clothes, revealing the inhere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crimination and 
capitalist desires. The people in the photos get 
a taste of the life of luxury, wearing designer suits 
and wedding dresses and being photographed like 
models. For many people, wedding photographs are 
a normal part of life, but for the subjects of Kim's 
photos, they are the realization of an impossible dream. 
What is the true nature of this unfamiliarity? Too often, 
we distinguish between disabled people and non-
disabled people in terms of abnormal and normal, 
causing abnormality to be ghettoized. These strategies 
make people feel helpless, with consequences that are 
much more horrible than we think. 

Ideas and concepts that are utterly devoid of 
substance can still be the source of true pain for 
members of society. After years of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an ajumma(i.e., middle-aged Korean 
woman) has inevitably gained weight and lost 
the desirable physique of her youth; she is now 
pressured to lose weight in order to be accepted 
again as a �legitimate� member of society. At one time, 
a woman's fat was viewed as the pride of the Mother 
Goddess, but today, it only represents the laziness and 
gluttony of capitalism. Only through these unrealistic 
efforts to overcome involuntary physical responses 
are ajummas are able to secure a place within reality. 

In other works, Kim directs the viewers to see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a camera. One video consists of 
a point-of-view shot of a person climbing to the roof 
of a high-rise building, gasping for breath; then, 
the camera is thrown from the building, forcing the 
viewers into the perspective of someone committing 
suicide. Watching this video, many Koreans find their 
eyes welling up with tears at the crucial moment, 
as they perhaps connect the video to the aftermath 
of the I.M.F. crisis of 1997. Tellingly, there is now 
a popular pun that �I.M.F.� stands for �I am F,� referring 
to a failing grade at school. The subject in the video 
is never shown, but the heavy breathing sounds like 
a man, making people think of a father, who is usually 
the breadwinner of a family. By sharing the final 
moments of a person who chose suicide, the audience 
is forced to feel that they too are so-called �losers� of 
the society. Putting viewers in such a position is a very 
clear statement by the artist. 

Unlike many prominent Korean artists, Kira Kim did not 
study art at a university in central Seoul, but he went 
on to attend Goldsmiths at the University of London, 
which was also the school where YBAs(Young British 
Artists) attended. Thus, while in Korea, where there is 
a clear hierarchy of universities, Kim was somewhat in 
the margins, but he then moved squarely to the center. 
Although more and more Korean students are studying 
in Western countries, it is still relatively rare. In the past, 
the system for nurturing young minds was overseen by 
the state, with the goal of cultivating talented people, 
but today it is part of the desire system of the parents 
seeking to maintain or advance their own and their 
children's social class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But without question, in Korea, class differences are 
produced by education. Hence, studying in a Western 
society that emphasizes the public interest of education 
may have made Kim more aware of the vulgarity of 
the capitalistic desires he encountered upon returning 
to Korea. Thus, it is only natural that his works, which 
harshly resisted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focused 
on delving into the system of 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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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 이미지들은〈Security Garden as Paranoia〉,
〈Super Monster〉시리즈에서 극대화한다. 갤러리 안 

선반에 얹힌 물건들의 일관성 없음, 영웅적 괴물이라는데 

어이없는 모습 앞에서 선택된 혹은 수집된 이미지에 직면한다. 

서양인들이 동양의 물건들로 수집한 것들은 기호로서 

조합하면 맥락없는 단어임에도 다다처럼 그것은 동양의 모든 

것으로서 작동한다. 동양이라는 개념은 결국 물건으로서 

상징된다. 그것은 개인의 공간으로 옮겨올 때조차 제국주의의 

박물관적인 시각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의〈마지막 잎새〉는 그리하여 글로컬리즘에 기반한 

분단 이미지 소비하기가 아닌 지점에 이른다. 우리 내부의 

타자, 목소리만 있고 실체는 없는 그들, 떠도는 욕망의 

비가시적 이미지는 우리 내부의 주변부의 상징적 기호로 

작동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작동의 메카니즘을 응시하는 

작가는 한국사회의 특이한 현상을 소비와 착취, 열광과 

냉소의 무한궤도로 파악한다. 자본주의의 장인(匠人)으로서 

그의 작업은 스펙타클 하지만 공허하고, 소박하지만 

강렬하게 한국 현대사회의 일상을 드러낸다.

Addressing capitalism, he created a series of 
linguistic works that compare advertisements and 
the propaganda of political instigation, two aspects 
of modernization. For example, Coca Killer, which 
invokes Pop art and junk food, not only criticizes 
Korean capitalism, but also serves as a metaphor of 
Korea's political situation as generated by Japanese 
colonialism, the U.S. occupation, and the insurgence 
of Western capitalism. Another work entitled 
We are the One reminds every Korean person of 
the 1988 Seoul Olympics, while also symbolizing 
the fabrication of �cosmopolitanism� that Koreans 
have eagerly adopted. Many viewers know Kim 
best for his contemporary still-life paintings, 
recalling the tradition of Dutch still-life paintings. 
Kim's works have a distinctive �kitsch� sensibility, 
with their bright and brilliant surfaces inviting more 
detailed examination. The canvasses are overflowing 
with different objects, many of which—such as 
a dirty cup of leftover cola, surrounded by flies and 
grasshoppers—are modern examples of memento 
mori, the artistic equivalent of the ancient practice of 
slaves shouting �Remember death!� while following 
a general home from a victorious campaign. 

The imagery of excess is maximized in Kim's two 
series Security Garden as Paranoia and Super Monster. 
Viewers encounter chosen or collected imagery, 
as they are forced to consider the inconsistency of 
objects placed on the shelves of a gallery, as well as 
the absurdity of objects themed as a �super monster.� 
Eastern objects collected by Westerners are like words 
removed from context, which can only be combined 
as signs. Even so, they come to embody the East, 
as best exemplified in Dada. As such, the concept of 
the East or the Orient is eventually symbolized by 
matters and objects. Even when the objects are placed 
in a private space, they inherently assume 
the perspective of Imperialist museums. 

In his recent work, The Last Leaf, Kim transcended 
the mere consumption of image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based on �glocalism.� Here, 
the periphery inside us is symbolized by hovering 
desires and the internalized images of the others, 
those with only a voice, but without true substance. 
Investigating the mechanisms and operations of 
capitalist society has led Kim to an understanding 
of the unique phenomena of Korean society as an 
unlimited orbit of consumption, exploitation, passion, 
and cynicism. The works of Kira Kim, as the master 
craftsman of capitalism, reveal the dichotomy 
of daily life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spectacular yet vacant, modest yet powerful. 

21세기 한국의 떠도는 삶 

김기라는〈올해의 작가상 2015〉전에 �floating village�라는 

부제로, 우리의 부유하는 삶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전시에 

주어진 공간이 아파트 40여 평 크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40평 아파트 같은 공간구조로 연출했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회에 자주 오지 않는 일반대중들에게도 왠지 모를 친숙한 

공간감을 줄지 모른다. 마침 그의 작업실이 있는 합정동은 

몇 년 전부터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진행되어 주변의 주택가와 

상권을 재편하고 있는 중이다. 개발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 

그도 곧 다른 곳으로 작업실을 옮겨야 하는 처지다. 

아파트공화국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주거 현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 그들이 오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 

중산층의 로망인 40평 아파트 크기의 공간 이곳저곳에 배치된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와 메시지는 40평 아파트가 

제시해야 할 밝고 풍요로운 미래에의 기대를 배반한다. 관객의 

동선이 이어지는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공간들을 거치는 동안,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로 전도되며, 각각의 방으로 제시되는 

전시공간은 이러한 전도가 일어나는 사건 현장이다. 

그곳은 느긋한 심미 체험의 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는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까발려지는 

장이다. 어두운 방에서 밝혀지는 진실들이다. 과거의 종교적 

공간을 떠올리는 신성한 화이트 큐브를 아파트 평수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 그러나 그것은 김기라가 현실과 예술을 

함께 섞어서 짜온 그동안의 방식이었다. 그간의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논쟁이 되는 사안들이 존재했다. 논쟁은 철학자나 

정치인들의 일 아닌가. 미술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현대미술이 

시작된 이래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힘들고 험한 

일을 굳이 예술가가 해야 할까. 역설적이지만, 예술이 가지는 

자율성이 그러한 간섭을 가능케 한다. 삶과의 거리가 있어야 삶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정치가 자율적일 때 국민들은 

고통받는다. 그렇고 그런 노회한 정치인들이 계속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정치가 매우 자율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예술적 자율이 잘못 이해되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지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자율적 삶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은 단지 예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적 현실을 위한 잠재력을 담보하기에 소중하다. 

Floating life in the 21st century Republic of Korea 

Kira Kim comprehensively addresses our floating 
lives in Korea Artist Prize 2015 under the theme of 
Floating Village. He consumed an initial idea to 
transform the space in resemblance to a 40-pyeong 
apartment(approximately 130 m2) for his exhibition. 
This might deliver a familiar sense of space to 
some audience who rarely visits the museum. 
Coincidentall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for building apartments are underway in Hapjeong-
dong, Seoul where Kim's studio is located and the 
residential areas and commercial districts adjacent 
to Hapjeong-dong are currently being reorganized. 
Kim also has to move his studio due to the skyrocketing 
rental cost caused by such development. He probably
realized how there are others who benefit from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s residential 
environment, often symbolized as the republic of 
apartments, while some had to leave their household 
for the others. Images and messages that flow out 
of the video installations in the exhibition space 
are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for the future as 
presented by the 40-pyeong apartments, the dream 
of Korean middle class. While walking through 
the exhibition space from its entrance to the exit, 
utopia turns into dystopia, with each room becoming 
the site of the advent of the respective events.

This is not the place for slow leisurely appreciation 
of the aesthetics, but a place where the inconvenient 
truths, we are unaware of or want to avoid, are 
unlocked one by one. They are truths uncovered 
in a dark room. It is indecent to convert a white 
cube redolent of a religious space of the past into 
an apartment space. However, this is the way in 
which Kim weaves reality into art. Most of the works 
he had produced raised controversial issues. Isn't 
debate the business of philosophers or politicians? 
Conveying significance through art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since the onset of contemporary 
art. Why should an artist do such tough, rough 
work? Paradoxically, the autonomous nature of art 
allows such interference. We can interact with life 
when we are detached from it. On the contrary, 
if politics is autonomous, people suffer from it. 

Buoy indicating the Coordinates of 
Floating Life
Sunyoung Lee 
Art Critic

떠도는 삶의 좌표를 알려주는 부표
이선영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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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작가의 자유, 더 나아가 타자의 자유까지 원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강조되는 개인주의와 달리,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상치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 예술의 

진면목이다. 미술계 현장에서 김기라의 작품을 2000년 대 

초부터 쭉 봐왔지만, 매 전시마다 그는 가벼운 농담부터 심각한 

주의주장에 이르는 현실에 대한 발언을 지속해왔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했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실도 주체도 조금씩 변화하기에, 발언의 내용과 형식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창한 의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공적 무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를 더 촘촘하게 접어 넣고자 한다. 

그가 접어 넣은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전시장을 

통과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그의 작품이 

읽고 듣고 보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방식은 예술조차도 

손쉬운 소비 항목으로 만들고 만다. 소비되는 충격은 항시적 

접속 상태에 있는 인터넷이나 휴식 중의 저녁 뉴스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가 발굴한 현실들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현대미술이 

곧잘 그렇듯이 충격을 위한 충격은 아니다. 김기라의 작품은 그 

자리에서뿐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도 자꾸 생각나는 충격을 

준다. 작가는 질문을 던질 뿐 답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하게 제기된 질문에는 대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단지 자신의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하여 

현실을 보고, 그렇게 다시 본 현실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진다. 십 수년 간 현실 참여적인 작품을 

지속해온 그의 방식은 다소간 개인적이다. 그는 감히 누군가를 

대표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자처하지 않는다. 그러한 

보편적인 지식인의 역할은 1980년대에 맡은 바 소임을 마치고 

역사로 사라졌다. 주어진 분업 시스템에만 충실한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한 전문가들, 가령 �쟁이�들의 한계는, 

그들이 가진 놀라운 기술들을 모순을 확대 재생산할 뿐인 지배적 

체계의 들러리로 세울 뿐이라는데 있다. 대중이나 민중이 아니라, 

다중의 시대, 작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개인이다. 

We can say with conviction that our politics is 
very much so when facing a reality, in which sly 
old politicians keep coming to the fore. If artistic 
autonomy is misunderstood, it is �art for art's sake� 
but if it works properly, art could be the most ideal 
model of autonomous life. Art is precious not 
because it is merely art but because it guarantees 
the potential for ideal reality. 

Art desires not only the freedom of artist but also 
the freedom of others. Unlike individualism, liberal 
society stresses that art proves its real worth in that 
one's freedom does not clash with another's freedom 
in its territory. I have witnessed Kim's work in person 
since the early 2000s. He has consistently made 
comments on the reality from serious assertions to 
light-hearted jokes. His art has not been a repetition 
of the same words but comments on the realities 
he had faced. As both realities and subjects have 
changed little by little, the content and the form of 
his remarks have also been altered little by little. 
For this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e did not 
have a bombastic intention to showcase all his 
artistic capabilities, but intends to give full, detailed 
account of reality, making the best use of 
the exhibition space of great public attention. 
It would take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someone to discover all of the hidden messages 
in his works. Of course, reading, hearing, and 
seeing are not the only components of his works. 
Such method even converts art into consumer good. 
Don't we receive enough shocking news from 
the Internet and evening news reports? The realities 
he has excavated are shocking as well, but they
are not merely to shock, as contemporary art 
usually does. Kim affects us in that his works 
come back to us even out of the exhibition space. 
He poses a question and does not answer but these 
questions already include the answers within. His 
works seem to depend on a virtuous cycle, in which 
viewers see reality through his art and understand 
it through their own reality. He has consistently 
executed participatory works but his facture is 
somewhat individual. He would not think of himself 
as the one who represents others or their positions. 
Such universal role of the intellectuals has faded 
into history after completing their work since 
the 1980s. He is also not an expert who is only 
devoted to the division of labor. Such experts have 
their own limitation to use amazing technology 
merely as accessories for the dominant system 
that contribute to the expansive reproduction of 
contradictions. Not the general public or the people 
but the era of the multitude; Kira kim is also 
an individual in this. 

작가의 현실참여 

김기라는 개인과 개인의 유대를 중시하며, 각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협업자가 함께하는 이번 전시에서 이러한 

유대는 극대화된다. 그는 정치적 명분과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진영의 논리도 피하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왔다. 

그는 한때 문화예술계의 대세가 되기도 했던, 권력의 풍향계에 

민감한 단순한 시대반영을 넘어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작업을 지속하고 확장시키는데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작가이다. 

다음을 위해 아껴둔 에너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번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작업으로 푸는데 올 인함으로서 그다음 단계의 

작업도 가능케 하는 다소간 맹목적 스타일의 작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맹목이 아니라 예술이 현실에서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아닐까. 어떤 작가라도 

초월할 수 없는 작업과 삶의 대면에서, �살려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라는 삶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 바도 

아니다. 김기라의 작품에는 많은 죽음이 등장하지만,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도 죽음은 스며있다. 

죽음을 애써 잊어버리려는 삶이 피상적이듯,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예술은 잉여에 머문다. 특히 김기라가 다루는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죽음에는 

모호한 실존적, 운명론적 이유가 큰 몫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김기라의 예술은 정치를 위한 도구일까. 예술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작업하는 삶 자체의 처절함이나 철저함 때문에 

정치적일 수 있다. 작업을 계속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더 빨리 죽을 것 같다는 것이 맞다. 미술계의 많은 

구성원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환상은 미술을 통해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헛된 기대를 일찌감치 버린 이만이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1974년생으로, 갓 마흔을 넘긴 

작가가 서 있는 이러한 처절한 전후 맥락을 생각해 보면 �플로팅 

빌리지�라는 전시 부제는 매우 느긋해 보인다.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세계화�라는 단어에 비해 평화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다. �floating village�는 이국적인 수상 가옥이나 

미래주의 풍의 건축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을 보는 작가의 관점이 

압축된 것이다. 하기야 불과 몇 십 년 전에도 청계천에는 이러한 

유형의 판자촌들이 즐비했다. 그러한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빠른 물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사회에서, 작가는 부유 

(富有)가 아닌 부유(��)를 본다. �플로팅�이란 정보사회를 

자유롭게 서핑하는 것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유목 같은, 21

세기에 대한 자유 발랄한 비전이 아니라, 죽음을 지시한다. 

한국의 부유하는 현실의 이면에는 보다 결정화된 지배체계가 

Engagement of Artist in Reality 

Kira Kim stresses the importance of bonds between 
individual and individual. In this exhibition, 
he collaborated with numerous professionals, 
active in their own fields and worked to maximize 
these bonds, producing works that evade the logic 
of any political parties, avoiding political justifications 
and potency. He is an artist who lets us know how 
an individual's will and ability is important in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work beyond 
mere reflection of the times. The method and style
of his work is rather without purpose: he makes 
the next phase of his work possible by pouring all 
his energy into solving the current problem rather 
than saving his energy for an upcoming project. 
Looking at i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is 
method is not actually unintended but is the only way 
to endure and survive through reality. When facing 
his work and life, which are insurmountable by other 
artists, the wisdom of life comes across, �If you hold 
onto life, you will die. If you fight death, you will live.� 
Death appears often in his works since the process 
of producing artwork itself is commonly imbued 
with death. Just as a life that strives to forget death 
is considered �superficial,� art distanced from death 
is considered �surplus.� Kim's focus is on the social 
death. Death in his works is not largely dependent 
on some ambiguous, existential, or fatalistic reason. 
Does that make Kim's art a tool for politics? Art is 
not political by nature but may become so since 
the artistic life is often desperate and thorough. 
Some artists say, �I am about to die if I keep working 
but I will to die sooner if I cannot keep working.� 
These people are right. Many insiders of the art scene 
have the illusion that they eat well and live better 
through art. Could only the ones who gave up such 
false expectations from early on become artists? 
Considering the current desperate situation of artists 
including Kim, his title Floating Village seems relaxed, 
as if the term �global village� reminds us of a peaceful 
atmosphere. This title harks back to a scene of exotic 
houses or futuristic architectural structures. 

His perspective toward the present, not past or 
future, is condensed in this term. It was only a few 
decades ago that ghetto towns were lined along 
the Cheonggye stream area. The artist believes 
that it wasn't wealth but a concept of �floating� 
found in Korean society that helped Korea to achieve 
rapid growth. �Floating� is not a vision for the 21st 
century in which we can freely surf in the sea of 
information or wander elsewhere like a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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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화되고 있기에, 자유롭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김기라의 

작품에서 �플로팅�은 죽어서나 표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비극적이고도 역설적인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 

편재하는 죽음은 작품〈On the Bridge〉나〈지워진 길 그리고 

빛이 없었던 것들〉(2015) 등, 이 전시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난다. 

또한 �floating village�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장을 유지할 뿐인 전시장에 대한 자기 지시적 언급도 포함된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안착하지 못하는 삶을 본다. 

그는 관객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다가올 공간에 주목한다. 

아파트를 본뜬 공간은 대지와 밀착된 자리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공간을 강조한다. �아파트공화국�의 공간은 보다 

명확한 가로/세로축 위에 한 개인을 위치 짓는다. 사는 동네와 

아파트 이름, 평수는 거주민의 계급을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표축은 변한다. 온 사회가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받는 사람으로 나뉘며, 보다 많은 다수들이 장기판의 말 

같은 신세가 된다. 겉보기의 풍요 뒤에 깔린 다수의 불행과 

비극을 추동하는 구조적인 힘이 있으며, 작가는 그 힘 및 

그 힘과 역학관계에 있는 또 다른 힘의 실체를 드러내려 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암시적인 또는 명시적인 적대관계가 깔려 

있다. 떠도는 마을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구체적인 현실계인 

땅에 뿌리내리기보다는 매번 재배치되는 가변성을 의미한다. 

그러한 가변성은 전통과 다른 현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현대인이란 다름 아닌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소유라는 조건이 붙어있고, 소유관계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방식으로 결정화되고 있다. 

평수가 더 큰 아파트로의 지향이든 재개발로 인한 쫓겨남이든, 

양쪽 모두에 있어 떠돎은 공통적이다. 저 머나먼 곳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이상 사회가 있고 거기에 가까워지든가 멀어지든가가 

있을 뿐, 안정된 자리 잡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floating 

village�는 빨리 잊고 싶은 과거와 �선진국�을 향한 미래가 있을 

뿐, 지금 여기가 없는 현실을 표현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의 

현실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나름의 역동성―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인상이라고 한다―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안정감을 빼앗는다. 

작가는 �floating village�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플로팅의 원 의미처럼 개인의 정보나 이미지들이 사이버나 

SNS의 공간에서 떠다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의 실종, 

비정규직(쌍용차 문제, 정리해고), 집 없음, 월세, 전세, 기러기아빠, 

정치, 노동자 문제, 88만원 세대, 세월호, 자살처럼 사회현상으로 

침착되지 못하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인 전반들이 붕 떠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부유하는 그 개인의 문제들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의 의미가 있습니다.�고 밝힌다. 

It merely stands for death.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is connotation due to the determined 
and dominant system that is consolidated behind 
Korea's floating reality. The concept of �floating� in 
his work conveys tragic, paradoxical images and 
connotations that may rise to the surface after death. 
Ubiquitous death in our society is also found in 
many works such as On the Bridge and Erased road, 
And who were without light (2015) on display in 
this exhibition. Floating Village also includes 
self-referential comments on the venue, which is 
merely a temporary space during the 3 months 
exhibition period. Kim witnesses the unstable lives 
of people here and now. 

He draws attention to the most concrete space 
in the exhibition. He accentuates that this place, 
despite of its resemblance to an apartment, is 
rather an abstract space. Some areas in the republic 
of apartments situate an individual into certain 
coordinates of horizontal and vertical axis. The 
village, name, and size of the apartment one lives in 
define one's class today. However, such coordinates 
can be altered. All members of the society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those who manage 
and those being managed―and multitudes of 
people are degraded to something like chessmen. 
There is a structural power that causes many to 
undergo misfortune and tragedy. Kim tries to 
unlock the nature of such a power that works 
with another in a dynamic relationship. His works 
are thus loaded with both implicit and explicit 
hostile relations. The concept of a �floating village� 
refers to the relocation and variability rather than 
individual placing roots in a land of concrete reality. 
This variability is the hallmark of modernity in 
contrast with the tradition. Contemporary men are 
individuals free from the traditions, however this 
freedom is conditioned by possession, something 
that aggravates the phenomenon of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Whether you move into a broader apartment or 
get thrown out of your home due to redevelopment 
project, both situations represent �floating� within
this era. There is a utopia far away from us and 
we draw near or grow apart from it but there is 
no stability. There is no here and now, but only 
the past we want to forget as soon as possible 
and the future towards �advanced country� in 
Floating Village. In this transitional state of reality―
the somewhat dynamism of becoming renewed day 
by day―the impression of Korea that foreigners 
usually have―are made, but it takes away the 
crucial element of stability in life. The artist elucidates 
that Floating Village conveys three connotations. 

그가 열거하는 수많은 갈등들은 기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근본적 모순에 바탕 한다. 이 전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분단모순도 노동/자본의 모순과 함께 얽혀 있다. 

첫 번째 방에 배치된 작품〈떠다니는 마을_정부-소비자-개인_

바닥〉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죽 보여준다.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갈등이 벌어지는 장소를 카메라로 

훑어주면서 이후에 전개될 본격적인 탐구에 대한 도입부 역할을 

한다. 작가는 카메라를 길바닥에 질질 끌고 가면서 갈등의 

현장들을 녹화한다. 서울역과 남대문을 지나 시청과 광화문,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착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까지가 

그 갈등의 무대들이다. 상징적 랜드 마크가 두루 포함된 그의 

동선에 의하면 갈등은 편재적이다. 어디 한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붉은색의 뜨거운 상징색으로 강조된 서막에서 

갈등의 정치경제학은 분명하다. 핏빛이 연상되는 붉은색은 

전쟁에 이르는 경쟁을 암시한다.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를 4채널 

비디오로 보여주는 입구의 작품〈이념의 무게를 위한 네 가지 

질문〉중에서 두 남자가 마주 선 채 서로 목이 묶여 있는 작품은 

서로 엮여 있는 착종된 현실을 은유하며, 죽어가는 이에게 

숨을 나누는 작품은 공동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

도입부를 지나면 보다 거시적인 차원이 펼쳐진다. 

작품〈붉은 수레바퀴_당신은 나의 것〉는 잔인한 권력과 

그 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희생자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대조된다. 

그는 �늘 이념은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러나 그 이념들이 

만든 역사는 늘 폭력적이고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러프(ruff) 컬러 옷을 입은 미모의 여인과 물 폭탄 세례를 

당하고 있는 이는 아름다움과 폭력을 대조한다. 권력은 아름답게 

치장되며, 권력 자체가 폭력적인 것이다. 권력과 아름다움의 

결합은 지구 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기념비에서 명확하며, 

기념비가 사라진 현대에도 각자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일상 속에서 내면화된 권력이 확인된다. 미술사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초상화들의 주인공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며 

당대의 지배계급을 대표한다. 수레바퀴를 닮은 고풍스러운 

컬러는 격세 유전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들은 은유한다. 

그 옷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제유법이지만, 

어떤 특징을 통해 전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환유법이다. 

목에 바짝 붙어있는 러프 컬러는 사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지배적 위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몸의 말단으로 간주되어온 성난 민중들은 

지배자의 목을 쳤다. 

�One is the original meaning of information on 
individuals and images floating online in cyber 
and Social Network Service spaces. The other one is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at remain unsettled 
like social phenomena and issues such as a lack of 
politics, temporary employees, lack of households, 
goose fathers, the 880,000 won generation, 
political and labor issues,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suicides. The last one demonstrates just how 
important the problems of such floating individuals 
really are�, Kim reveals.

The innumerable conflicts he suggests arise from 
the underlying contradic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contradiction that comes from 
the division of Korea is also another significant axis 
in this exhibition, entangled with others between 
labor and capital. Floating Village_Government_
Consumer_Individual_The sole in Seoul installed in 
the entrance of the exhibition space demonstrates 
the locations where such conflicts took place. 
This work assumes the role of prelude to his 
exploration to come, videotaping the places where 
the conflicts actually occurred but not the concrete 
aspect of the conflicts themselves. He documents 
such sites, dragging the camera on the streets. 
The sites of conflicts include the Seoul Railway Station,
Namdaemun, City Hall, Gwanghwamun, and lastl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Typical landmarks are included in his 
journey, indicating that conflicts are omnipresent. 
His political economy of conflict is explicitly 
described in its prelude, emphasized with the 
symbolic color of red. Redolent of blood, red stands 
for a fray those results in war. The four-channel 
video installation on display, features the primary 
issues within Korean society. Two men whose necks 
are bound together illustrates a metaphor for how 
different realities are tangled with one another 
while a scene of sharing breaths to the dying person 
reminds of the meaning of the common good. 

The Wheel of History 

A more macroscopic dimension unfolds after 
the introductory section of the exhibition. 
The Red Wheel_You Belong To Me presents 
a stark contrast between cruel power and 
the victim who is harassed by the authority. 
�Ideology is always beautiful and peaceful but 
history shaped by the ideology is always violent 
and painful�, said the artist. A beautiful woman 
wearing a ruff collar and a man beaten by water 
bomb are the metaphors for the contrast of 
beauty and violence. Power is often decked 
with beauty but power is violent perse. 



66 67 Kira Kim

몸은 상징적 질서를 재현해왔다. 그리고 그만큼 빈번한 위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몸으로 재현되는 질서는 그 위반적 상황이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전문 배우와 

무용수 등, 몸 언어의 전문가들이라 할 만한 이들을 이번 작품에 

대거 초대했다. 뻣뻣한 러프 컬러는 일하는 노동자가 결코 입을 

수는 없는 의상이다. 그것은 지배집단 (또는 지배자에 대한 

풍자를 위해 광대가 즐겨 착용한)의 패션이었다. 러프 컬러는 

구조 면에서도 흥미롭다. 그것은 중심을 향하는 주름들이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는 구조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수레바퀴가 

돌 듯 반복된다. 수레바퀴는 여기서도, 그리고 그때도 돌았을 

것이다. 니체는 당대의 직선적 역사주의에 대항하여 영원회귀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필연적인 것만이 되돌아온다고 하였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권력은 필연적이다. 인간사회가 있는 한 

권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상호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독재자를 국민 스스로가 선출하는 

경우도 역사에서는 자주 발견된다. 김기라의 작품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쌍을 이루는 두 개의 바퀴를 통해 굴러간다. 

역사가 굴러온 실제의 과정과 달리, 이데올로기는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세력이 있는 양 말한다. 김기라는 

대조되는 두 화면을 통해 상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낯설게 한다. 상대편이 

고통받을 때마다 잔혹한 여주인공의 히스테리컬한 웃음소리는 

커지며 그녀의 하얀 컬러는 점차 붉어진다. 붉은 꽃잎도 

떨어진다. 권력자도 차츰 쇠락해가는 분위기지만 착취는 방식을 

달리할 뿐 계속될 것이다. 양쪽의 두 인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뭉개놓은 피와 물이라는 액체의 이미지는 폭력적 현실을 

재생산하는 경계가 소멸되어야 함을 말한다. �붉은 수레바퀴�는 

솔제니친의 소설제목에서 온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물 폭탄 세례는 작가의 실제 체험으로부터 왔다. 화재현장을 

진압하듯 벌어지는 물 폭탄은 체계가 위험에 대처하는 

원초적인 방식이다. 과거의 독재자들이 반대편을 피로 씻어왔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물세례는 피에 비해 덜 폭력적인 듯하지만, 

동질성을 교란하는 이질성을 세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은 

같다. 위생에 대한 강박관념은 정치에 반영된다. 특히 전체주의 

시대에 강한 힘을 발휘한다. 

The countless monuments left on the earth clarify 
the combination of power and beauty while power 
internalized in everyday life can even be found in 
modern times when most monuments have been 
destroyed. Exquisite portraits in art history were 
mostly portrayals of the ruling class such as the 
royal family and other aristocrats. The archaic 
ruff collar resembling a wheel is a metaphor for 
those living with wealth and honor. The garment 
of the collar is adopted as a synecdoche in that 
it describes a part as the whole and also as 
metonymy in that it uses an aspect to represent 
the whole. A ruff collar places emphasis on its 
wearer's dominant position, thus leading a mob 
of angry people to decapitate their rulers in 
the historical events like the French Revolution. 

The body represents symbolic order. And it often 
becomes the venue of violation. The represented 
order is where such condition of violation is critically 
revealed. This is why Kim has collaborated with 
multitude of professionals in the realm of body 
language such as actors, performers and dancers. 
Workers cannot wear a ruff collar. This was the attire 
for the ruling class (or it was often worn by clowns 
to satirize rulers). It is also interesting in terms of 
structure. The pleats flowing to the center draw in 
things around them. This process is repeated like the 
turning wheel. The wheel turns here and perhaps 
have turned in the past. 

Friedrich Nietzsche had claimed the idea of eternal 
recurrence against the linear historicism of his 
time and stated that only the inevitable returns. 
In this perspective, power is inevitable. Power will 
not vanish as long as human society maintains. 
Power is more or less interactive. As is often the 
case with history, people have selected their dictator. 
The wheel of history in Kim's work travels through 
the dual wheels.

Unlike the actual process of history, an ideology 
argues that there may be a determined force leading 
the history. Kim defamiliarizes the dominant 
ideology, displaying a gap between imagination 
and reality through the two contrasting scenes. 
Whenever a man suffers, the cruel woman's hysterical 
laughter grows louder and her white collar gradually 
becomes red. The red petals also fall to the ground. 
The figure of power seems to slowly lose potency 
but exploitation will continue in a different manner. 
Liquid images of blood and water blurring the two 
figures in different ways respectively reproduce 
violent realities, alluding that the boundaries 
have to be extinguished. The title of this video, 
The Red Wheel_You Belong To Me, was appropriated 
from a novel by Aleksandr Solzhenitsyn. 

정치학-의학이 결합된 담론은 내부를 교란하는 외부의 적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한다. 그것은 동일자가 타자를 

규정하고, 규정함으로써 배제하고, 배제함으로써 억압하는 

방식이다. 피와 물의 대조는 공개처형 대신에 이어진 근대에 

시작된 총체적인 �생명정치�(미셀 푸코)를 떠올린다. 투명한 

물은 피와 달리,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성적인 느낌의 액체이다. 

피는 뜨겁지만 물을 차갑다. 물은 생명 안팎에 촘촘하게 펼쳐진 

그물망 사이로 소리 없이 작동하는 미시 권력에 해당된다. 피가 

혁명적 상황 같은 거시권력이 작동하는 시기에 범람한다면, 물은 

일상적이다. 조르조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생명정치의 

개념을 주장한 미셀 푸코의 선행 연구를 통해, 자연 생명이 

국가권력의 메커니즘과 계산속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정치가 

생명정치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정치란 인민의 

생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되었다. 아감벤은 정치란 

�비정치적인 것(즉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결정�이라고 정의한다. 

근대 국가는 다수에게 공포감을 주는 피 튀기는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 합법적 폭력을 통해 지배하는 것이다. 

벤야민과 데리다가 강조했듯이, 법과 폭력은 반대되지 않는다. 

데리다는 [법에서 정의로]에서, �법적 힘과 우리가 항상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폭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데리다는 [벤야민의 이름]에서 �폭력은 법질서에 

외재적이지 않다. 법을 위협하는 것은 법의 기원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폭력을 독점하려는 법의 이해관계가 존재�할 뿐이라고 

말한다. 해체주의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작가도 합법적인 폭력의 

토대를 해체하고자 한다. 데리다는 다시 [법에서 정의로]에서, 

법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해체 가능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이 

구조의 궁극적 토대가 정의상 정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체 가능성으로부터 모든 역사적 진보와 정치적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기에 �해체는 정의�라는 것이다. 해체주의에서 

해체의 1순위는 이항대립이다. 그것은 기존의 모순을 지속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김기라의 작품에도 이러한 구도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상으로 마주한 서로가 아니라, 

각각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곤 한다. 

The scenes of getting beaten by the water bomb 
came from his experience. Pouring down water 
bombs, as if to suppress fire, is a primal way to cope 
with danger. Past dictators cracked down on dissidents 
with violence. Water bombs seem less violent but are 
the same in that the heterogeneity is removed to keep 
homogeneity. An obsession with hygiene is reflected 
on politics: it is particularly influential in the era of 
totalitarianism.

Discourse in which politics is combined with medicine 
offers justification to get rid of external enemies who 
disturb the internal world. This is the way one defines 
the other, and the way to suppress by exclusion. 
The contrast between blood and water harks back
to biopolitics (Michel Foucault) commenced in 
the modern times. Unlike blood, water is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but feels neutral.

Blood is hot whereas water is cold. Water is microscopic 
power working silently between meshes spreading 
around life. While blood works in a revolutionary 
situation where macroscopic power operates, water 
is quotidian. I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Giorgio Agamben shows a process of 
integrating natural life into the mechanism of state 
power and altering politics to biopolitics through 
preceding research on Michel Foucault who advocated 
the concept of biopolitics. �Politics here becomes 
something that lends a certain form to people's life.� 
Agamben asserts, �politics is the determination of non-
political things (bare life)�. A modern state is governed 
not by bloody cruel violence but by legitimate violence.

As Walter Benjamin and Jacques Derrida stressed, 
the law and violence are not opposite to each other. 
In �From the Law to Justice� Derrida asks, �how can 
we distinguish the force of the law from violence we 
always consider unjust?� In The Name of Benjamin, 
however, Derrida argues that �Violence is not outside 
the order of law and things intimidating the law are 
affiliated with the origin of law.� saying that �there 
is just a stake in the law.� Like the de-constructivist 
philosophers, Kim intends to deconstruct the base 
of legitimate violence. In �From the Law to Justice�, 
Derrida considers the structure of law to be 
deconstructed by nature because its ultimate basis 
is not founded on justice. As all historical 
progresse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can be 
found in this possibility of deconstruction, 
�deconstruction is justice.� The deconstruction of 
binary oppositions is deconstructivism's first 
priority since it keeps up preexistent contradictions. 
These structures often appear in Kim's work.
 However, they do not fight with one another but 
are used to struggle against invisible en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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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과 이념, 그리고 일상의 안녕함

김기라가 주목하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주요한 모순은 

분단이다. 작품〈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은 국가보안법의 

위세가 강력했던 1980년대의 끝 무렵에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 시도 등, 인생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한 한 화가가 

등장한다. 실재인물이자 등장인물인 중년의 남자는 자기가 그린 

걸개그림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당국에 끌려가 곤욕을 치루었다. 

신경정신과 의사와의 최면치료를 통해 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충격적이다. 관객은 한 개인에게 자행된 국가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김기라는 의사와의 

만남을 주선했을 뿐, 개입하지 않고 치유의 과정을 중개할 

뿐이다. 픽션은 없다. 단지 픽션처럼 보이는 강력한 현실이 

있다.〈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이라는 역설적 제목은 

러시아 작가 아서 쾨슬러의 작품 �한낮의 어둠�에서 온 것으로, 

러시아 혁명 지나고 대규모 숙청 바람이 불자,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서 밝은 혁명의 이념이 어두운 죽음으로 귀결됨을 

깨닫는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의사는 그 화가를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하고 시간을 사건이 

있었던 1989년 8월로 되돌린다. 의사의 질문에 종종 격한 

반응을 보이는 80년대 화가의 한 개인의 몸과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 국가 폭력을 드러낸다. �그냥 걷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차에서 튀어나왔어요�.....�차 문을 발로 차고 

저항을 했지만, 강제로 차량 뒤 자석에.., 마치 꾸겨지듯이 

쳐 박혔어요�...�큰 철문으로 된 문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고�...�복도가 죽 있고요..그 복도엔 양 쪽으로 계속 철문들이 

있어요�...�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른 질문을 하고....그 

답을....볼펜으로 쓰게 합니다�...�묻...묻는 질문에 답을 적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하루 24시간 동안 내 눈앞에 계속 

조사관들이 있어요�.....�제가 쓴 자술서의 종이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내가 쓴 볼펜도 10자루가 넘어요�....�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 합니다�......�그들을 칼로 찌르고 싶습니다.� 

40여 분 간 이어지는 의사와 화가의 대화는 체계의 광기와 

폭력이 개인의 광기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작품〈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은 고백이라는 방식이 

형사들에게서나 정신과 의사에게서나 마찬가지임도 말한다. 

범죄자와 광인은 타자화되는 것이다. 권력은 무지막지한 

폭력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한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권력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게 하는 편재적 권력으로의 

변화를 말하며, 이는 미셀 푸코의 [광기의 역사]의 주제이기도 

했다. �한낮의 어둠�이란 역설적 표현은 광기를 떠올린다. 

광기는 전시장이라는 공공영역에서 드러나고 분석된다. 정상/

 Division, Ideology, and Peace in Everyday Life 

Another contradiction in society that Kim points out 
i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Weight 
of Ideology_Darkness at Noon features a painter 
whose life was devastated. He had made several 
suicide attempts due to the trauma he suffered 
around the end of the 1980s when the National 
Security Law wielded absolute power. This middle-
aged man is a real person who had a bitter 
experience on suspicion of espionage due to his 
geolgae gurim, a hanging painting. What he had 
stated during a hypnosis therapy session with 
a psychiatrist is shocking. The audience is able to 
hear his statements pertaining to state violence 
inflicted on an individual. The only thing Kim did 
was simply arranging a meeting with the doctor and 
mediates the process of healing without intervention. 
There is no fiction here, only a potent reality that 
seems like fiction. The paradoxical title of this work 
is borrowed from Arthur Koestler's novel of the same 
title. The novel addresses the author's realization 
that a bright ideology for the revolution concludes 
to gloomy death in reality during the great purge 
after the Russian Revolution. 

The psychiatrist puts the painter under hypnosis and 
travels to August 1989 when the event took place. 
The painter reveals the aspects of state violence that 
have been imprinted on his body and mind, at times 
reacts violently to the doctor's questions. �I was just 
walking. Some strangers popped out from a car.
-----I resisted them, kicking the car door, but I was 
forcibly pulled into the back seat. I was stuck there 
as if being flattened.-------It appeared like I was 
passing through a huge steel gate.------There was 
a hallway lined with steel doors on both sides.----

---They took turns asking different questions and 
had me write down my answers with a ball-point 
pen.----I wrote down my answers, and they asked 
the same questions again and again.------I was with 
investigators around the clock.-----I wrote down my 
statement on countless pieces of paper and used 
over 10 ball-point pens.-----I repeated the same 
content.------I wanted to stab them.�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which lasted for about 40 minutes, reveal how 
the madness and violence of the system could lead 
into the madness and violence of an individual. 
A Weight of Ideology_Darkness at Noon also suggests 
that the form of confession can be considered in 
the both the detectives and psychiatrists. Criminals 
and madman are otherized. Power shifts from 
outrageous violence to another form, meaning a 

비정상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은 그의 초창기 작업인 �표준� 전 

(2001)까지 소급될 수 있다. 김기라는 이번 전시를 영상으로만 

채웠지만, 그의 작품에서 드로잉의 역할은 크다. 2014년 페리지 

갤러리에서 열린 �마지막 잎새� 전에서는 이번 전시와 관련된 

컨셉과 이미지들이 포함된 드로잉을 대거 선보인 바 있다. 그 

전시에서 그는 명확한 하나의 표현을 위해 갈고 다듬는 방식이 

아니라, 즉발적으로 이미지들을 쏟아냈다. 

이미지들은 광인의 횡성수설처럼, 낙서처럼 배설된다. 그것은 

보존된 것이 아니라 낭비된 것이다. 예술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다수의 길,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이기에 지배자들은 그것을 

낭비적 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생산지상주의가 자체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낭비는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축제처럼 공동체가 대대적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짐으로써 과잉 생산과 축적이 가질 

위험성을 해소하곤 했다. 그러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고무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과잉축적의 위험이 전쟁으로나 

해소된다. 무한한 성장만을 원하는 현대사회에서 전쟁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체에 내장되어있다. 보통 깨끗한 

벽을 더럽히는 낙서는 위반된 금기를 상징한다. 사회는 금기를 

통해 질서가 정립되고 유지되지만, 역사는 위반되지 않는 

금기도 없음을 알려준다. 낙서 스타일의 드로잉은 여러 

이미지들이 어지럽게 겹쳐 있는 양상이다. 영상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작업의 기본이 되고 있는 드로잉은 신체의 여러 

구멍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운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연결된다. 

그것들은 끝없는 �그리고�, �또는�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나열될 

뿐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층화된 질서를 암시하는 유기체가 아니라 

뿌리줄기처럼 사방팔방으로 접속이 가능한 �기관 없는 신체�
(질 들뢰즈)이다. 유기체는 자기방어적인 항상성에 충실하다. 

그러나 유기적 질서가 해체되어 있는 �기관 없는 신체�는 변형에 

적합하다.〈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등, 영상작품의 배경에도 

종종 나타나는 드로잉은 동일자적 권력이 끝내 정복할 수 

없는 타자적 욕망으로 충전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 드로잉은 

그림자처럼 배후에만 존재하지만, 발상을 자유롭게 전개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가령 그의 영상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튀는 드로잉처럼 도약과 비약이 심하다. 

그리고 이 빈 시공간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생성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주어진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의 영상은 드로잉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재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영상이 

한 장 한 장의 드로잉처럼 표현되었다고 말한다. 

transition from power is one-sided and suppressive 
to an immanent power that makes us administer 
and control ourselves. This is the subject of Michel 
Foucault's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The paradoxical 
articulation of �darkness at noon� harks back to 
madness. In the exhibition, madness is revealed 
and analyzed in the public space of an exhibit hall. 
The origin of his way of addressing the normal-
abnormal can trace back to his early exhibition 
�Standard� (2001). All works on show at this exhibition 
are videos but drawing stil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his art. He has displayed a large number of drawings 
whose concepts and images pertain to those of �The 
Last Leaf�, an exhibition held at Perigee Gallery in 
2014. He showcased immediate images instead of 
elaborately honed images at the exhibition. 

Images are excreted like a madman's babbles or 
doodles. As art seeks a multitude of paths, not 
a single one, and roundabout ways, not shortcuts, 
rulers consider this an extravagant element. When 
the concept of production as the highest value 
reaches its limit, such extravagance will show its 
strength in earnest. Past communities used to get rid 
of the risk of excessive production and accumulation 
by having opportunities to squandering their 
time regularly as in a festival. However, this risk 
of excessive production is resolved by war in the 
globalized era when the competition of all against 
all is often encouraged. The cause of war is built in 
contemporary society in which people seek infinite 
growth: war is not an exceptional event. A doodle 
getting a clean wall dirty symbolizes an act of 
breaking taboo. Order in a society is established 
and maintained through taboo but there have been 
no taboos violated in history. Drawings done in 
the style of doodles show the tangled aspects of 
a multitude of images. Energy that comes out from 
all holes of his body is involved in and entangled 
with one another in his drawings that are the basic of 
all genres of his works including video. His drawings 
are just enumerated through conjunctions like �and� 
and �or� but are not constructed organically. 

They are not organisms suggestive of hierarchical 
order but are �bodies without organs� (Gilles Deleuze) 
possible to be connected like rhizomes. Organisms 
are faithful consistency while the �body without 
organs� in which organic order is deconstructed 
verges on deformation. Drawings often used as 
the backdrops of his videos like A Weight of 
Ideology_Darkness at Noon are charged with others� 
desire in which power cannot conquer. Drawings in 
this exhibition are behind the scene like shadows but 
become a medium to unfold conceptions freely.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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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우연히 작가의 눈에 들어온 러프 컬러는 낙서하듯이 

그려지고, 여기에 서사를 더해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완성된다. 공간 때문에 이번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각이나 조각 설치작품도 그 출발은 드로잉이다. 

그것은 김기라가 이후에 조각과 문화이론을 공부했지만, 

처음에는 회화로 시작했던 작가의 이력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기는 그에게 일종의 모태 언어로, 회화는 물론 조각, 설치, 

영상, 개념적인 작품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작업의 씨앗이 되며 

여러 버전으로 현실화된다. 남북회담을 소재로 한〈이념의 무게-

마지막 잎새〉에서는 분단 상황을 소리로 체험케 한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중계를 시작으로 이에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왔지만,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에서 작가는 물신적 

시각성을 넘어서고자 한다. 시각성이 추동하는 재현주의는 그 

어떤 소재를 취해도 시각적 소비에 머무르게 한다. 구글링을 

하면 죽 나오는 울고 웃는 그 광경들은 일종의 스펙터클이다. 

그것은 [스펙터클]의 저자 기 드보르의 결론처럼 모순을 모순인 

채로 봉합한다. 관객이 들어간 방은 컴컴하고 당시의 녹취 

자료를 각색해서 대사 연기를 한 성우의 목소리만이 들려온다. 

작가는 만남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당국의 거부로 보지 

못했기에 어둠 속 상상으로 구현했다. 부재와 결핍은 작업의 

불가능이 아니라 작업의 몸통으로 전화된다. 

어둠의 방 속에서 관객은 한반도가 아직도 어둡다는 것을 

체감한다. 이 작품은 주제 면에서〈이념의 무게_북으로 

보내는 편지_수취인 불명_황해〉(2013)를 떠올린다. 

그것은 만나서 같이 냉면이나 먹자는 소박한 메시지를 

황해에 띄워 북한 쪽에 보냈던 작품이다. 분단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들에는 같은 민족끼리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그들의 대화가 다 녹취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남북당국자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담론과 권력이 

서로 내재적인 관계임도 알려준다. 김기라는 분단 같은 거대 

담론뿐 아니라, 일상에 편재하는 미시 담론도 문제 삼는다. 

작품〈99일_미래로 돌아가다〉(2015)는 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 

구해온 뉴스 영상에서 아나운서들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산뜻한 멘트로 뉴스를 시작하지만, 그 뒷배경은 

지금여기의 총체적 난국을 알려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갖가지 사건사고 이미지들이다. 그는 무엇을 특별하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뉴스 앞머리만 수집해서 편집했을 뿐이다. 

작가는 예술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현실은 그 결을  

최대한 살린다. 많이 가공하지는 않는다. 

video images are not connected smoothly. 
There are severe leaps and gaps as in his drawings. 
And an important message is created in empty space 
and time. His works thus demands imagination, 
moving beyond seeing and hearing given things. 
Representing something is not everything in his 
videos as in drawings. He explains video images in 
the exhibition are depicted like drawings one by one. 
A ruff collar is portrayed as a doodle, and the video 
is completed by adding a narrative to this. 

His sculptures and sculptural installat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this exhibition due to space limitations 
were also derived from his drawings. This reflects 
his career: Kim initially pursued painting but later 
studied sculpture and cultural theories. Drawing is in 
a sense a language he used immediately after birth. 
It has been a seed for all types of his works including 
painting but also sculpture, installation, video and 
conceptual work in various forms.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focuses on the South-North 
dialogue and offers an auditory experience of 
the current state of division. Innumerable images 
pertaining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first televised meeting of separated 
families have been put together but unification is still. 
The artist tries to move beyond any fetishistic visibility 
under this circumstance. Representationalism 
triggered by visibility solidifies visual consumption 
of subject matter. The scenes are sort of spectacles. 
As Guy Debord concluded in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they help conclude contradictions as 
contradictions. Only the voice of a radio actor is 
heard in the gloomy room. He originally wanted to 
join in on the meeting of the separated families but 
could not as the author refused his application. 
He thus incarnated such a scene with his imagination. 
Absence and deficiency has been the core of his 
work rather than making it impossible to achieve. 

In terms of themes this work reminds viewers of his 
work A Weight of Ideology_The Letters to North_Let 
me know how are you?_On the Yellow Sea (2013). 
The message �Let's meet and have cold noodles 
together� is delivered to the North by setting it adrift 
on the Yellow Sea. His works dealing with the themes 
of the division of Korea portray a situation in which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cannot visit and see 
each other. Their conversations are all recorded and 
people in authority from North and South Korea join 
together, implying that discourse and power are in 
an immanent relationship. Kim addresses not only 
the grand discourses like the issue of division itself 
but also trifle discussions about daily life. He made 
use of the news programs we watch every day on 
television in 99 Days_Back to the Future (2015). 

물론 현실을 현실로 다가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술적 

장치의 힘이다. 그의 작품은 평이한 실행이지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실체가 잘 드러난다. 이 작품 옆에 배치된 작품
〈On the Bridge〉는 다리 위에서 물 아래로 자살을 암시하는 

것으로, 갖가지 사건사고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임을 보여준다. 어떤 정치인은 세월호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공분을 산 바 있는데,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여주는 조용한 

죽음들이다. 요 근래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세월호 침몰일 것이다. 그 사건을 우리가 

결코 안녕하지 않음을, 그리고 안녕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다. 

작품〈지워진 길 그리고 빛이 없었던 것들〉(2015)는 자식과 

손자를 양차 대전 중에 잃어 열렬한 반전주의자가 된 독일의 

화가 케테 콜비츠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모성 이미지는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드러내는 무용으로 가시화되었다. 여기에는 

전문 무용수는 물론 아역 배우까지 다수가 출연한다. 

김기라는 이번 전시를 위해 스텝 진을 포함하여 근 100명이 

넘는 이들과 협업을 진행했다. 소위 무명시인이라고 말해지는 

시인 위재량도 그들 중 하나이다. 그는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여 난지 물 재생 센터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시인으로 등단했던 사람이다. 

청소부 시인의 작품으로 김기라는 영화감독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하위문화의 뮤지션과도 

협업했다. 오프닝 퍼포먼스에는 시와 음악을 연결하며 힙합 

공연을 할 것이다. 배우, 무용가, 뮤지션, 영화감독, 정신분석가, 

시인 등등 그가 이번 전시를 위해 불러 모은 이들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현대미술의 공동작품자가 되었다. 김기라의 

현실 참여적 작품이 단순한 소재주의나 예술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타자들은 담론의 장에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전시장은 동시에 공론장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작품의 창조자이자 주체이기보다는 매개자이자 상호적 주체로 

자리매김 된다. 축제와도 같은 이러한 대화적 상상력 덕분에 

묵직한 현실의 주제들은 자체의 무게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우리의 좌표를 알려주는 부표처럼 떠 있다.

A news program begins with a news anchor's 
fresh remarks, �Goodmorning, Everyone!� but 
these words are soon followed by the images of 
various accidents and other incidents. He saves and 
edits only the beginning of news programs rather 
than bringing the spotlight to something special. 
He brings life to reality in a way that makes 
more of an impact than artwork, leaving them as 
unprocessed as possible. Of course, artistic devices 
have the ability to make reality look like reality. 
His works are the results of his common practice but 
unveil the nature of seemingly peaceful everyday life. 

Beside this work is On the Bridge, which shows 
how various events cause social death, not personal 
misfortune. A politician described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s �a mere traffic accident,� 
a comment that aroused public indignation. 
Such a quiet death indicates that Korea's suicide rate 
is the highest in the OECD. The Sewol ferry disaster is 
perhaps the biggest event that has greatly impacted 
our daily lives. This event let us realize that we are in 
no way comfortable and safe and can never be so. 
Erased Road And who were without Light (2015) was 
inspired by the work of Kathe Kollwitz, a German 
painter who underwent the loss of her son and 
grandson during the two world wars and became 
an ardent opponent of war. A maternal image 
meant to protect children is represented in a dance 
that discloses the feelings of parents who lost their 
children in the ferry sinking. Many child performers 
as well as professional dancers appear in this work. 

Kim has collaborated with more than 100 people on 
this exhibition. Jaeryang Wi, an obscure poet, 
is one of them. He debuted as a poet while working 
as a municipal scavenger in Seoul despite the hard 
labor involved with the disposal of excrement. 
Kim produced a music video with his poem in 
collaboration with a film director. He also joined 
hands with musicians from subculture. A hip-hop 
performance associating poems with music will 
be presented at the opening ceremony. Actors, 
dancers, musicians, filmmakers, psychoanalysts, 
poets and others are all brought together under 
one roof. As Kim's works of engaging in reality 
are not meant to instrumentalize art, these 
outsiders join the field of discourse, allowing 
the venue to become a public sphere. The artist 
here is a mediator and a mutual subject rather 
than a creator and subject. Thanks to his feast-
like imagination that his themes secured from 
weighty realities do not sink. They float like buoys, 
letting us know of the coordinates in the v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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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출품 작품의 구성의도와 계획

세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사유의 영역과 공유의 영역과 향유의 

영역인데 사유의 영역은 사실 사적인 역사나 혹은 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런 관계되는 것들의 영역들을 공유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에다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퍼블릭이 되는 공유가 아니라 개인의 

영역들에서 사적인 역사나 상황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이것들에 

대해 다시 지도를 재편하는 작업 중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가진 나머지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처럼 

혹은 여기서 담론을 형성한 그것이 관객이라는 향유의 지점에서 

그 공유화되는 공공성을 좀 따질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점은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문제점이나 지정학적인 혹은 문화적인 

사회학적인 혹은 정치학적인 문제들이나 또 현상학적인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부단히 찾아 다녔던 것 

같아요. 내 작업 혹은 본인의 작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작업만이 아닌 관계된 콜라보레이터, 

콜라보레이션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의 공동작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회라는 것이 혼자 살 수 없다면 �나�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라는 것 혹은 �우리�라는 것이 더 확대돼서 

�사회�로 확대된다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고민이 

좀 더 큰 시너지를 가지려면 좁은 통로를 보는 방식에서 떠나서 

넓게 보고 많이 만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건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첫 번째는 대학교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부터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도시에서 살다가 대도시로 

왔었을 때 갑자기 공간이 넓어지면서 패닉 상태가 된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 제가 받았던 교육이라든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이나 인류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재편되거나 혹은 

다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교육 부분에서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 혹은 내가 정도(正�)로 배웠다고 하는 어떤 

간접경험의 이론들이 직접경험으로 바뀌면서 다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모순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데모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현상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e exhibited works

I thought about three parts. It is the domain of 
private ownership common sharing and public 
enjoyment. In fact private ownership is where 
personal history or other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this are placed into the public space of sharing. 
Common sharing does not mean everyone becomes 
the public but it is the work of reshuffling collection 
of personal histories or events within the individual 
realm. And then as if extracting the remaining 
essence from these or the fact that the audience 
who formed this discourse is the point of public 
enjoyment may lead to another discursive venue 
where we could examine the public concern of 
sharing. So I've been thinking of collaboration 
and I searched ceaselessly to find people whom 
I could share and study the issues of the society like 
geopolitics socio-culture politics and phenomenology. 
This could be considered as my own work but on 
the other hand it is the work of everyone rather 
than my own. Everyone whom I have collaborated 
with and everyone related to this collaboration. 

 Initial trigger of interest on the general issues 
within the society

First I think it was my experiences of moving from 
the province area to Seoul when I began college. 
When you move from a small city to a metropolis, 
you panic from the sudden enlargement of the space. 
Like the entire past education you received and 
certain values including anthropological values and 
everything else are either reorganized or changed. 
These indirect theories could change through 
the direct first-hand experiences then contradictions 
occur at this point. And in college you are in 
constant motion as you participate in numerous 
demonstrations and your viewpoint escalates 
or expands in the spectrum of viewing different 
theories whether it is phenomenology, sociology or 
literature. Second, I use the expression minority a 
lot. In the end, an individual ought to be a minority. 
An individual apart from the particular group or 
hegemony or collective has no other choice but to 
become minority. I think this is no different than my 
method of living or every other individual's way of life. 

Interview on Kira Kim김기라 작가 인터뷰 문학이나 자연스럽게 접하는 이론들이나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의 

어떤 가치관이나 뷰포인트들이나 혹은 이런 보는 방식들의 

눈높이들이 상향화되거나 혹은 더 넓어지면서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결국 개인은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죠. 

사회의 어떤 그룹이나 헤게모니나 혹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분리된 개인은 계속해서 마이너리티로 갈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나 모든 개인들이 사는 방식이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술가가 사회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인간으로써 혹은 개인으로써 입장과 태도들이 분명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들의 출발이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의 

생각들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게 결국 사회라는 테두리나 

집단이라는 테두리나 정치라는 테두리나 혹은 문화활동의 

근간이 되는 어떤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념의 무게_북으로 보내는 편지_수취인 불명_황해〉
작품에서 �냉면�의 의미 

삶을 영위하는 게 뭘까. 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고 어떤 사회의 

관계망도 있겠지만 결국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와 시대와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냉면이라는 소재가 참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온이 뜨거울 때 먹고 더위를 조금 더 식힐 수 있는 

것이 냉면이고 또 남북한을 이을 수 있는 매개체인 음식이 

냉면이고 또 조금 더 삶의 무게를 가벼이 할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더 중요한 거죠. 냉면집의 여름 풍경은 붉은색에 

흰색 글씨로 �평양� 혹은 �함흥�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누구도 이념의 편향을 가르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평양이라는 그 글자를 

보고 환호하고 응대하고 그것들을 즐겨 찾게 되는 문화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이 냉면이 그래서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 더운 한반도에서 지금 갈등과 대립과 분노로 

점철돼서 너무나 뜨겁고 또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지역적이든 이 대립의 역사를 조금 더 가벼이 할 수 있는 

음식으로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삶인데 삶의 방식이 

지금 얼마나 흐트러져있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냉면을 통해서 

작가가 갈 수 없는 곳에다가 냉면을 먹고 싶다고 같이 한 끼 

했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어떤 조그만 행동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In this cas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here is 
that the artist living inside this society and world has 
their own position and attitude as a human being 
or an individual in this process. In truth the start of 
everything initiates from man's activity or thoughts 
and this consequently begins from the border of 
society collective politics or cultural activities, 
so it is a natural inclination. 

 The significance of �Naengmyeon 
(Korean cold noodle)� in A Weight of Ideology_
The Letters to North_Let Me know how are you?_
On the Yellow Sea 

What does it mean to lead a life? There are culture 
politics and certain relation within the society but 
there's also food that holds the culture, history and 
the era. With this, I thought Naengmyeon would 
be the perfect material. Because Naengmyeon 
is something you could eat to cool off the hot 
temperature and also a medium that connects 
the two Koreas as well as an important meal to 
lighten the weight of life. The summer scenes of 
naengmyeon restaurants have red background 
signboards with white words written �Pyeongyang 
(capital of North Korea)�or �Hamheung(province 
in North Korea)�. For this we do not make any 
judgments or take sides according to ideologies 
or criticize someone. We rather celebrate and 
welcome this word as a cultural value and people's 
favorite eating spot. This is why naengmyeon is 
really important to me. It is the food to ease the 
history of antagonism within the Korean peninsula 
interspersed with boiling conflict, opposition and 
hatred in the society, politics, and culture. Life is 
the most crucial thing in this era but currently the 
way of life is dispersed and weakened. I thought 
mailing a letter to someone in the place where 
I cannot reach, saying that I hope to dine a meal 
together could be a small method of activism. 
And to me thi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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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가 생각하는〈Floating Village〉의 개념

�Floating�이라는 것이 개인의 SNS 정보나 개인의 역사에 

대한 광고라든지 혹은 상황들이 일기처럼 돌아다니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방식의 키워드가 �float�하다는 개념도 있고 부동산 문제 임금 

문제 말하자면 비정규직에 집 없이 월세에 살고 또 정리해고에 

기러기 아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깔린 문제들 있잖아요. 

어디에 침착해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붕붕 떠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Floating�이라고 

하는 개념 중 하나는 지금 침착 되지 못한 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과 분노에 어떤 전반적인 사회현상이나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지점으로 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 

개인의 역사라든지 아직 국가적 폭력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역사의 문제들이 붕 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가지는 

사실이 �Floating Village�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초안이 

되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Floating�은 단순히 

수상가옥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혹은 개인의 역사적인 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대한민국 혹은 남한 사회 혹은 우리가 

사는 전 지구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현상과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와 어떤 형태들이 점철된 키워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Floating village�라고 하는 것들을 택했어요.

 〈Floating Village〉에서 영상 매체만 사용한 이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Floating Village〉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퍼스널 미디어 시대, 혹은 미디어라고 하는 그 측면이 

좀 더 가까이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황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대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모든 시간성을 담는 그릇이 

사실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재료가 되고 좋은 

형식이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시간의 저편에서 

다 각자 다른 시간이나 각자 다른 경험들이나 각자 다른 

어떤 형태의 시간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것이 

동시대성이라고 들거든요.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라고 하는 것들 혹은 그런 형식을 

그런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형식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전 비디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전시 혹은 프로젝트는 

비디오 작품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가 생각하는 �이념의 무게�

우리가 꿈꿔왔던 이념들 혹은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큰 무엇은 

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반대에는 이념은 

늘 아름다웠지만 역사는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방식이라든지 삶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내가 갖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던 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이로움이나 정당함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큰 틀의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고통이 될 수 있는 역사를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의 무게�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삶의 

무게에서 자유로운가 또 이런 이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생각했던 걸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 편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고통 받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더 불편함의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무게라는 게 타이틀에서처럼〈이념의 무게〉에서처럼 

정말 무거워요. 무겁지만 다시 한 번 곱씹어 생각해본다면 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념의 무게인 것이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한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던져주는 

화두나 생각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가가 생각하는 �공동선�이란 것의 의미

공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 혹은 공공성이라는 

것을 따지는데 있어 공공의 원리가 사실 다수의 원리인 거죠. 

민주주의의 실패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약간 맹점이기도 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거수로 결정하는 그런 정치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제도나 혹은 선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저한테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조화 없는 폭력보다는 

조화 있는 혹은 모든 가치를 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하모니 

같은 거죠. 조화 같은 것도 관계성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Your Concept of Floating Village

�Floating� could be the phenomenon that travels 
like a diary including social network service, 
information, advertisements on personal history 
or other circumstances. So the method of displaying 
the personal history can be shown in the concept 
of �float� and the problems in real estate, salary, 
temporary employee, paying rents every months 
without their own home and a laid off father 
who sends money to his family living abroad. 
All of these issues are buried underneath the society. 
We all know where to take composure but there 
are problems that make us drift around. Another 
concept of �floating� is concerned with the current 
discordance, opposition, and hatred in the general 
issues within the society as they are floating around 
unresolved. Another one is that the personal history 
and historical matters unsolved in the face of 
national violence are still afloat. These four ideas 
are the interesting starting point for the initiation of 
the �Floating Village� project. �Floating� did start from 
the concept of house built on water, but thinking 
in certain societal, political and historical context 
and further extending to the region of Korea and 
the world, universe we live in, every incidents and 
structural issues and system seem to be interspersed 
keywords so I chose the concept of �Floating village�.

 Reasons for only using video installations in 
Floating Village

The medium of video appea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form for exhibiting �Floating Village� 
because I thought it could bring other circumstances 
as a microscopic aspect for representing 
the individual personal media era or the media 
itself. In position of viewing what we think to be 
contemporaneity, media seemed to be the greatest 
material and method for presenting temporality. 
When each different times or experiences and 
differing forms of temporality beyond time gather 
in one place, I think this is the contemporaneity. 
Video seemed to be an ideal medium to show 
and actualize contemporaneity so I concentrated 
to gather video works for this exhibition. 

 Thoughts on �A weight of ideology�

The Ideologies we dreamed of or the colossal 
idea of an ideology is always beautiful. 
However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ideology 
was always beautiful history was always violent. 
In other words if I come to think about what the way 
of life meditation on life and the propensity I had 
were for, I think it was to create a kind of beauty to 
express the rightfulness and benevolence of myself. 
The big frame of beauty that we or I had thought 
could be violence to someone else and thus this 
could also be left as a history of pain to others. 
Therefore in thinking about a �weight of ideology� 
like, are we free from the weight of life today and 
the common good we thought to be beautiful 
might not be making us comfortable and beautiful 
but creating another weighted value constrained 
in pain. So as in the title A Weight of Ideology 
it is truly heavy but if we are to dwell upon it, 
the weight of life is consequently the weight of 
ideology and ideology is in fact the topic and the point 
of reflection on how we should carry on with life. 

 Thoughts on the significance of 
�common good�

Something communal in the principle of 
the public and discerning the public concern is in 
fact the principle of the majority. The failure of 
democracy is due to ignoring the minority's opinion 
for the majority. And so even with good suggestions, 
it has such political dilemma. In something public, 
I do not wish to create certain regulations or system 
or a line. To me common good is not violence 
without balance but a harmony that could conform 
to all values. Balance and relationship are also 
important point of attention for me. 



76 77 Kira Kim

 출품 작품 중 작가가 말하는 �공동선�의 지점 

작가나 예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어떤 지점을 건드려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지점들이 중요해질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서 저는 심미적인 것들을 찾길 원해요. 그러니까 

심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심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계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어떤 토대를 가지고 

역사의 어떤 기록들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인이나 혹은 

사람이 인본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가져야 하는 심미성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거나 혹은 생각해야 

하는 공동선에 대한 심미성이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측은지심 같은 거죠.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측은지심 같은 거요. 그런 방식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거대한 스펙트럼의 발전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인간의 

어떤 활동이나 인간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입장과 태도

역사를 다루는 지점에서 예술가라고 하는 입장과 태도가 혹은 

포지션이 뭐냐고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건 시간의 

간극 같은 거, 틈 같은 거를 메우는 작업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술가의 활동 중에 하나는 벌어져 있는 시간이나 틈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포지션은 바닥 부분에 있거나 혹은 중성 부력처럼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늘도 아니고 바닥도 아닌 그 

중간에서 보게 된다면 두 개의 간극들을 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벌어진 틈이라든지 시대의 

시류라든지 사건의 간극들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연결해줄 

수 있는 브릿지 정도의 어떤 태도나 입장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게 결국 작업의 어떤 태도, 입장이나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게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입장과 태도로서 

조금 더 전환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The point of �common good� in the exhibited works

Artists should consider what areas to touch on or 
what points to accentuate. I wish to find aesthetical 
factors here. I believe aesthetic element is the most 
fundamental component of art and this also seem 
to be a stimulus of the imaginary realm. Rather 
than taking in the records of some history based on 
a certain foundation or judging this to be right or 
wrong, an individual or a person should have basic 
anthropological or humanistic aestheticism. It is the 
aesthetical element of the common good we all 
should think of in living together with one another, 
simply put it is like sympathy. Not putting myself first, 
but thinking together with another person and putting 
them first. I think I use this method when I gaze on 
history. I am not looking at the gigantic spectrum 
of advancement or future is unimportant, but the 
humane activities and constituents seem to 
be the important parts. 

 The role and attitude of an �artist� 

Dealing with history I constantly ask myself what the 
role, attitude and position of an artist is. It appears to 
be melding the crevice, which is the gap within time 
and the parts that are often difficult to discover. As an 
example, if the position of something seems to be on 
the floor or afloat like neutral buoyancy, and if you 
were to look at this in the middle, neither in the sky 
nor the floor, then you come across an aperture of 
the two. So I think it is the attitude, position of artists 
to find relationships and work as a bridge between 
the estranged histories and the current of an era or 
the gap among the incidents. And within this position 
and attitude there are parts that switch around.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한 사람이 혹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혹은 미래의 주역이나 한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제 작품을 

보면서 조금 더 사람 쪽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애적으로 조금 

더 전환하고 바뀐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경우 혹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세상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작품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품을 보고 감동을 하였을 때 

또 다른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예술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다시 감동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게 만들어진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긴 어떤 마라톤의 부분을 보고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뛰는 모습을 함께 뛰어달라고 고민해달라고 제언이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실 때 부담있게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렇게 봐주십시오 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사람들과 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어떤 제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essage you wish to deliver to the audience 

If the value of someone, a youth or the future 
generation could grow and change into a more 
humanistic perspectives by witnessing my work, 
I believe they could change the world. The world 
does not change by a work of art but by people 
so I will strive to impress them through my work. 
One of the reasons for why I became an artist is to 
return the sensation I received from others and to 
show the process of this heart as a whole. It would 
be difficult to decide after only viewing a portion 
of a long marathon but I feel like I am proposing 
or throwing a question to consider running along 
with me. I don't want to burden people with definite 
instructions for viewing my works in this or that 
way though I hope to inform people of the current 
unresolved issues within the society, suggesting 
people to contemplate together as we live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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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라의 미술에서 이념의 무게

반시 바스바니

미술비평, ISCP 미국

The weight of ideology in Kira Kim’s art

Bansie Vasvani

Art critic by ISCP

Current discussion on increasing art activism is cen-

tered on its ability to function as an arena and me-

dium for political protest and social change. Activist 

driven Kira’s Kim’s focus fits squarely into this realm 

of artists in Asia and the west making art for the pur-

poses of social commentary and raising awareness. 

Through a series of performative images, drawings, 

and sculpture Kim examines how rapid moderniza-

tion in Korea after suffering from the anxiety of wars 

and changes in ideology from communism to so-

cialism, democracy, and capitalism, has resulted in a 

consumer driven society that is at odds with personal 

happiness and contentment. Kim uses visual art to 

probe that sense of uneasiness and spiritual lacuna 

that individuals express in private. 

In a large word sculpture seen in a recent exhibition 

in Seoul titled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a 

play on the words ON/NO_both sides of antagonism, 

2014, serves as both a reminder and reprimander of 

social and consumer excess. In response to his larger 

questions about “Do we humans have any good,” and 

“How do we see our society and art?” Kim’s pithy 

use of signage addresses serious social issues while 

exploring the power of abstraction and language. 

Stemming from a deep-seated desire to urge people 

to reflect on their individual attitudes and actions 

that point away from personal power, self aggran-

dizement, and greed, the work, much like his earlier 

neon lighting from 2008 that read “I LOVE U,” “HELP 

WHO IS FREE TO CHANGE,” and “YOU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BRAND IN CAPITAL-

행동주의 미술은 활동을 배가할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토론은 주로 그런 활동이 정치적 항의와 사회적 변화를 위

한 공론장이나 매개체로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벌어지

고 있다. 미술 활동가로서 김기라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도 아시아와 서구에서 사회 비평과 대중들의 인식 재고를 

목적으로 미술작업을 하고 있는 미술가들과 동일한 것들

이다. 김기라는 다수의 퍼포먼스적인 이미지와 드로잉, 조

각 등을 통해, 전쟁의 불안과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민주

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로의 이데올로기적 변천으로부터 겪

은 고통 이후에 한국에 닥친 급격한 근대화가 어떻게 개인

의 행복과 만족감과는 거리가 먼 소비 주도의 사회를 만들

어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김기라는 비주얼 아트를 이

용해 개인들이 사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불편함과 영적인 

빈틈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자가는 서울에서 “이념의 무게, 마지막 잎새(<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라는 제목으로 열

린 전시회에서 커다란 글자를 이용한 조각을 선보였다. 

“ON/NO_양면의 대립(<ON/NO_both sides of antag-

onism>)”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에서 그는 글자를 이용한 

유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과소비를 들춰내고 이를 꼬집었

다. 그가 제기하는 더 큰 질문들, 즉, “우리 인간은 대체 쓸

모가 잇는 존재인가?”나 “우리는 사회와 미술을 어떻게 바

라보는가?”같은 것들에 대해, 김기라는 간결하면서도 함

축적인 신호체계를 사용하여 추상적 관념과 언어가 가지

는 힘을 탐색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이용해 심각한 사회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이 개인적 권력

과 그러한 권력이나 지위 강화,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는 개인적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 숙고해보도

록 하려는 뿌리 깊은 바람에서 비롯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8년에 네온등을 활용해 “I LOVE U,” “HELP WHO 

IS FREE TO CHANGE,” 그리고 “YOU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BRAND IN CAPITALIST 

SOCIETY,”라고 표현한 그의 초기 작품들은 이와 관련하

여 사람들로부터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반응도 강하

게 불러일으켰다. 김기라가 사용하는 엄숙하면서도 풍자적

인 신호체계는 이렇듯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관성

을 직시하고, 누적된 사회적 병폐들을 해결토록 하려는 긴

급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단순화되어 있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퍼

포먼스들을 통해, 작가는 특별히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관

IST SOCIETY,” provokes strong rational and emo-

tional responses. Kim’s solemn and satirical signage 

points towards a pressing need for people to confront 

their inner inertia, and address a cumulative societal 

plague. 

 Through a series of simplistic and accessible perfor-

mances, the artist raises important questions espe-

cially regarding the North-South division in Korea. 

Titled A Weight of Ideology_The Letters to North_Let 

me know how you are? On the Yellow Sea, 2013, the 

“Blind Letter,” addressed to a nameless compatriot 

in Pyongyang, North Korea, is placed in a sealed 

bottle and thrown into the currents of the ocean. 

The earthy, heartfelt, and humane tone of the letter 

about savoring Naengmyeon, a staple Korean dish 

of noodles, common to people from both regions 

that share the same culture and language reveals the 

capriciousness of politics, and the resulting tension 

and heartbreak suffered by many individuals who are 

ON /NO- both sides of antagonism
 

Colouring and urethane coating on wooden sculpture, 240×240×40cm, 2014
(Installation at PERIGEE Galle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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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무게_

북쪽으로 보내는 서한들_안부를 알려다오_황해(<Titled 

A Weight of Ideology_The Letters to North_Let me 

know how you are? On the Yellow Sea>, 2013)”라는 

제목의 작품에서는 북한의 평양에 사는 이름 없는 동포에

게 부쳐진 “수취인 불명의 편지”가 마개가 닫혀 진 병 안에 

든 채로 바다 물결에 던져진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

는 남북 동포들에게 친숙한 한국의 전통 국수 요리인 냉면

을 음미하는 내용의 편지에 담긴 순박하고 진심 어리며 인

간적인 분위기를 통해 작가는 정치의 변덕스러움과 함께 

전쟁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갈

라진 수많은 가족들과 개인이 겪었던 비통함과 그에 따른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그의 작품, “이데올로기의 무

게_숨없이(<The Weight of Ideology_Without Breath 

(2014)>”라는 퍼포먼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남북 분단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철

학적 차이들과 남한의 자본주의에서 엿볼 수 있는 정신적

인 마비현상이 여러 비네트들(vignettes, 특정한 사람・상

황 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짤막한 글이나 행동-역주)을 통

해 상징적으로 펼쳐진다. 두 명의 개인들이 각기 다른 색의 

줄을 잡아당기는 동안, 또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 눈가리개

를 한 두 사람이 망설이며 조심스레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

간다.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

공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권력 투쟁과 이

데올로기적 맹목성, 그리고 무심함으로 인한 우둔함이 끼

치는 악영향,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을 재연

하려는 뜻을 가진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저항력을 불러

일으키는데 적합하도록 맞추어졌다. 갈등을 드러내는 이들 

기초적인 몸짓들은 수면 위로 떠올라 우리가 반드시 해결

해야만 할 감추어진 인간적 갈등을 표현한다. 이들 퍼포먼

스들은 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활동가들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 시스템의 내부라기보다는 그 바깥, 즉, 

현실 그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반골이자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는 사람으로서 김기라가 

가진 면모는 또 다른 그의 작품, “이념을 무게를 위한 드로

잉(<Drawings for A Weight of Ideology>, 2013)”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밝게 채색된 수많은 무

정형의 형태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전통적이거

나 객관적이라고 알려진 것을 향해 양면적인 감정을 드러

내고 있다. 작가는 둥글납작한 돌출부와 식물표본과 흡사

하게 생긴 관[튜브-역주] 모양의 유기적 형태를 통해 식물

과 성장, 그리고 활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신

체와 내장을 닮은 다른 윤곽들은 재활성화 해야 할 해부학

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들 외양상 기괴한 그림들은 김기라

가 감각과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오고감을 나타내려는 

개인적인 시각적 표시다. 그는 노란색과 오렌지색 같은 화

려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팔레트를 이용해 사람들

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다.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

on)의 초현실적인 세계에 걸맞게, 김기라의 상상력으로 만

들어진 형태들은 조앤 미로(Joan Miro)와 닮았지만, 이는 

작가 자신만의 사적인 신화학에 내재된 실제계가 드러나

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의 화곡한 반심미적 태도는 2012년에 열린 “공동

선-모든 산에 오르라!(<Common Good_Climb Every 

Mountain!>)”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선보인 그의 콜라

쥬 작품, “망령_괴물(<Spectators_Monsters>)”에서 현저

하게 드러난다. [전시회 제목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마리아의 대사에서 따왔다-역주] 김기라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500여권 이상의 책에서 얻어낸 각기 다른 성

스런 인물의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콜라쥬를 만들

어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불교와 도교, 힌두교, 기독교

에서 얻어낸 종교적인 이미지들을 합쳐서 기괴한 혼합물

을 창조해냈는데, 그는 이것에다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였

다. 이 작품에서 여러 개의 머리와 팔이 달린 힌두교 신들

을 이루는 다양한 신체 부위들과 소의 다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몸통, 부처상, 염소, 말뚝, 매우 아름답고 정교한 보

석들, 고대 신전 등이 수도 없는 기발한 방법들로 결합되어 

아주 혼란스런 의미를 전달하는 불길한 생명체로 탄생한

다. 이들 불길한 느낌의 인물상들은 인간이 미지의 것을 물

리치려는 목적에서 창조한 종교적 우상을 이제는 맹목적

으로 숭배하는 현상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는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즉, 각각의 괴물

들이 지닌 경악스러운 외관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존재가 

arbitrarily separated by a war, ideology, and border. 

The significance of ideology comes to bare in The 

Weight of Ideology_Without Breath, 2014, perfor-

mances. Deep philosophical differences between 

people that could refer to the North-South division, 

and the spiritual paralysis of capitalism in South 

Korea are symbolically played out through a series 

of vignettes.  Two individuals tug at different colored 

strings, while another scenario depicts two blindfold-

ed people tentatively feeling their way around, and a 

third cameo showcases one individual administering 

CPR to the other. Meant to enact power struggles, 

ideological blindness, and the stultifying effect of 

indifference and lack of societal interaction, Kim’s 

works are geared to invoke the power of resistance. 

These basic gestures of strife represent concealed 

human conflicts that must surface and be addressed. 

The performances reflect the intention of activists 

who want to change stressful conditions by means of 

art—not so much inside the art system but outside it, 

in reality itself. 

Kim’s role as a naysayer and protester can be ascer-

tained from his Drawings for A Weight of Ideology, 

2013. A slew of brightly colored amorphous shapes 

strike out in a new direction expressing ambivalence 

towards anything conventional or objective. Bulbous 

이념의 무게 _ 한낮의 어둠 _ 무지개의 뒤편 
A weight of Ideology_ Darkness at Noon-Behind of Rainbow

 
Designed hand made wool carpet, 300cm diameter circle, 2014 

 (Installation view at Seoul Museu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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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내면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의 상황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김기라의 작업과정은 

“슈퍼 메가 시티(<Super Mega Factory>, 2009)라는 전

시회에서 선보인 여러 개의 원시적인 나무 조각 작품에서

도 명확히 드러난다. 선사시대 아프리카의 마스크와 토템

과 같이 생동감 넘치는 밝은 색깔로 칠해진 태고적 시절의 

섬뜩한 이들 머리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다른 시

대와 장소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작가는 미

적 대상이라는 바로 그 생각을 전복하고, 겉보기에 비가시

적인 것들을 그림과 콜라쥬, 그리고 조각을 이용해 프레임

화(framing)/재프레임화(reframing)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는 부활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잘 알려지

지 않은 채 숨겨진 미스터리한 공간을 창조한다. 

정치적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로서 김기라가 지닌 

시야는 혁명적 전망을 겸비한 정치적 행동과 결합하고 있

다. 그가 펼치는 퍼포먼스는 주어진 환경을 거부하는 그의 

태도를 드러내고, 미술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폭넓

은 청중들 사이의 대중적 토론을 고무하는데 있어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적 수단이 퍼포먼스인가 아니

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냐에 상관없이, 비판적 지식 생산

이란 그의 활동가로서의 실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

수적인 부분이다. 궁극적으로는, 인식의 해방을 위해 작가

가 사용하는 테크닉에 자극 받은 관객들이 우리가 사는 사

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어떻게 개입할 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야말로 김기라의 작품이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protrusions and tubular organic forms akin to bo-

tanical specimens suggest vegetation, growth, and 

vitality. Other contours resembling body parts and 

organs point to areas of the anatomy that must be re-

vitalized. These professedly odd drawings are Kim’s 

personal visual signs that seem like transactions 

between the sensuous and the spiritual. His festive 

color palette of yellows and oranges conspire to prod 

people on. Befitting the surreal world of Andre Bret-

on, Kim’s imaginative forms much like Joan Miro’s 

are but tokens of real things that are embedded in 

his own private mythology.

The artist’s decidedly anti-aesthetic stance gains 

grist with his Spectators_Monsters collages from his 

exhibition Common Good_Climb Every Mountain! 

2012.  Kim makes compilations combined from dif-

ferent sacred figures derived from over 500 books he 

collected. Religious images from Buddhism, Taoism, 

Hinduism, and Christianity coalesce in his creation 

of strange amalgamations that he refers to as Mon-

sters. Eclectic body parts comprising of multiple 

heads and arms from Hindu gods, the leg of a cow, 

the torso of a biblical figure, Buddhist statues, a 

goat, staves, exquisite jewelry, and ancient temples 

are combined in myriad ingenious ways to create 

foreboding creatures that convey a deep unsettling 

meaning. These ominous figures might be interpret-

ed as a riff on man’s creation of religious icons that 

are blindly worshipped to ward off the unknown. Yet, 

ironically each Monster’s alarming appearance can 

also be seen as a reflection of our own inner state of 

being.

Kim’s process of upending the status quo is appar-

ent from a series of primitive wooden sculptures in 

his exhibition Super -Mega- Factory, 2009. Frightful 

antediluvian heads reminiscent of prehistoric Afri-

can masks and totems painted in bright exuberant 

colors transport us to a different era and place. By 

subverting the very idea of the aesthetic object, and 

by framing and reframing the seemingly invisible 

through his drawings, collages, and sculptures, Kim 

creates an obscure hidden space of mystery that sug-

gests the possibility of resurrection. 

As an activist dedicated to political change, Kim’s 

purview works towards a horizon of successful po-

litical action with a revolutionary perspective.  His 

performances signal a neglect of the environment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encouraging public dis-

cussion through the interaction of a wider audience 

with artists. Critical knowledge production, regard-

less of its performative or informative medium, is 

an integral part of his activist practice. The ultimate 

triumph for Kim will come when viewers, propelled 

by his emancipatory techniques, will realize the 

outward appearance of society and begin to question 

how they engage. 

(above)

악마화 각본 
Demonized script

 
VIDEO: 3 channels HD videos and sound work, 30min. each, 2014 

(Installation view at Seoul Museum, 2014)

(bottom)

이념의 무게 _ 한낮의 어둠 _ 무지개의 뒤편 
A weight of Ideology_ Darkness at Noon-Behind of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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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세세한 것들까지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

라서 작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 사건이 벌

어지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게 되며, 이러한 사건의 현장에

서 증인이자 관찰자로서 다가선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기존의 공동선이라 믿고 있던 공통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본질을 밝혀내기 위함이며, 이념과 이해관계의 대립의 선

에서 벌어지는 실재하는 개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진

실을 끄집어 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김기라는 이번 전

시에서는 작가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작가로서 풀어나

가야 할 큰 화두로 설정하고, 이전 작업들과는 다르게 특정

한 공간을 다룸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제에 접

근한다. 작업 전반에서 작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를 살펴보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

하고 있는 공동선의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따

이념의 무게 _ 북으로 보내는 편지 _ 수취인 불명 _ 황해
A weight of Ideology _ The Letters to North _ Let me know how are you? _ O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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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신승오

페리지 갤러리 디렉터

Our Attitude toward the Era of Uncertainty

Seung Oh Shin

Perigee Gallery Director

Kira Kim has brought the underlying problems of 

ontemporary society into serious consideration. In 

his previous pieces, Kim criticized and interpreted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in a burlesque way 

by using a wide range of mediums such as painting, 

sculpture, and video. He has collaged many kinds 

of images or collected diverse objects and interbred 

them together. His recent works exhibit the shift 

in his methods. The topics he has recently focused 

on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questions: “Do we 

humans have any common good?” and, “How do 

we have to see our society and act?” As the themes 

he has manifested an interest in suggest, he tries to 

return to the kernel of events, asserting that what we 

have to engage is not form but attitude and action.

Unlike his previous work he enters deep into an 

event and view, involving even details from its inner 

side. He thus approaches an event as a witness or an 

observer at the scene of the event, putting impor-

tance on investigation of phenomena on contempo-

rary society, research, and the place where an event 

takes place. This way is to unveil the true nature of 

a common universal value we have believed to be 

common good, and to elicit some truth from each in-

dividual’s narratives influenced by the confrontation 

of ideas and interests.

Different from his previous work, Kim addresses spe-

cific places and approaches his subjects in a different 

manner in this exhibition, regarding Korea he be-

longs to as a big issue he has to solve. The artist in-

tends to examine the problem of common good our 

김기라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

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전의 작업들은 회화,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현대사회의 단면을 꼬집는 희화

화된 방식으로 풀어내거나, 다종의 이미지들을 콜라주 하

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오브제를 수집하는 이종교배적인 

작업을 해왔다. 최근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경향들에 변화

를 보이고 있다. 그가 근래에 들어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

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에게 공동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를 어

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다. 작가가 관심을 보

이는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닌 태도와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중심으

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근래 작업을 풀어가는 방

식은 기존의 작업과는 다르게 사건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 

society has pursued in a process of looking through 

our identity, throughout the entirety of his work. Kim 

thus immediately discloses spaces of Korea formed 

through universal ideas and aspects of Korea where 

diverse ideologies and confrontational relations have 

constantly made noise. Asking himself, “What can 

the artist do through his work?” within a society that 

is uncertain and fluid, Kim questions his elemental 

identity and viewers simultaneously.

In this exhibition titled The Last Leaf Kim displays 

diverse confrontations through video, drawing, and 

three-dimensional work. In The Weight of Ideology 

series he encapsulates conflicting ideologies and 

confrontations in many diverse fields of ideology, 

environment, politics, and economy, such as disputes 

over naval base construction at Gangjeong village 

in Jeju, a labor dispute at Ssanyong Motors, and the 

ROKS Cheonan sinking. The artist considers such 

confrontations as conflicting ideologies that lack sub-

stance, or violent situations inflicted by each other, 

not as a problem caused by one-sided relations be-

tween men of power and those governed by power; 

the establishment and the disadvantaged.

A situation in a tense atmosphere turns to something 

different with time. For example, a situation becomes 

forgotten away from public attention due to a long 

period of mutual agreement or it results in unfair 

or lopsided consent. In this process both sides shun 

each other’s perspective, trammeled to their own ide-

ologies. In this situation most individuals lose their 

existence and identity, suppressed by the weigh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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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김기라는 보편적 이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

민국이라는 공간, 다양한 이데올로기로 점철되어 대립관계

에 의해서 잡음이 끊임없는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

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사회에서 ‘작가는 작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인가?’라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작가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묻는 동시에 관객들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 잎새>라는 타이틀로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

상과 드로잉, 입체 작업을 통해 다양한 대립들을 보여준다. 

<이념의 무게>시리즈는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논란, 쌍용자동차의 노사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천안함 사

건 등 이념, 환경,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데올

로기적 갈등과 대립을 영상에 담아낸다. 작가는 이를 권력

자와 피권력자, 기득권층과 소외계층간의 일방적인 관계에

서 오는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실체 없는 허깨비와 같은 이

데올로기들의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에 가하는 폭력적인 상

황으로 인식한다. 처음의 팽팽한 긴장감 감도는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

를 들면 합의의 기간이 길어져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잊

혀져 버리던지, 종국에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측 모두 자신만의 이데

올로기에 빠져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대다수의 개인들, 개별자들은 이념이라는 무게에 눌려 사

라진다. 언제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합의의 도출은 마치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개인의 개별성은 보편적인 공동선에 의

해 사라진다. 이러한 사회의 보편적인 시스템에 의한 대립

은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마치 단계를 밟아 

새로운 단계로 진보하며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변화된 것 없는 순환 구조 속에 갇혀있다. 작가는 이런 이야

기들을 다큐멘터리처럼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정적이며, 고

정된 앵글로 담아내거나 혹은 현장 속에서 찍어낸 날 것 같

은 모습이나 사건과는 관련 없을 것 같은 인물과 풍경을 영

상에 담아낸다. 사실상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세계관은 우

리가 편의상 쓰는 실체 없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보편적인 것에 귀속되고 보편성을 향하는 이데올로기를 발

견해 내고자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는 보편적인 존재는 용인 하기 힘들다. 작가

는 실체 없는 이념의 틀 속에서 벌어지는 현대사회의 현장

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

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화두를 던진다.

비교적 근작인 <북쪽으로 보내는 서한들_수취인 불명_ 황

해>에서 냉면이라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편지의 내

용은 남북의 관계에 대한 단상을 그려내고 있다. 북한에 있

는 특정한 대상이 없는 이 편지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

다. 냉면을 먹다가 북쪽의 당신 생각이 났다는 내레이션은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쓰는 인사말로 

끝난다. 그러나 이 편지는 평범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 속

에 이념과 사상의 무거운 이야기는 찾아 볼 수 없다. 작가

는 이러한 프롤로그적인 성격을 가진 작업에서 과연 ‘우리

가 생각하는 남북한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이

데올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게 

하며,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시작은 정치적, 

민족적, 경제적인 이데올로기의 논리가 아니라 동등한 인

간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지켜내고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

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작가의 주

장은 무용수들과 협업한 

<이념의 무게_ 지각의 정치학_진달래 꽃>, <이념의 무게_ 

공동선위에서>, <이념의 무게_수정된 시각_ 진달래 꽃>, <

이념의 무게_숨 없이>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영상 전반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행위들을 통해 작가는 자

신이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갈

등, 불안의 감정을 증폭시키며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영상 속에는 같은 선위의 두 사람, 서로에게 숨을 불어넣

어주는 남녀, 눈을 가리고 헤매는 남녀, 서로 다른 색의 끈

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 펼치는 행위들이 장중한 음악과 함

께 벌어진다. 이러한 행위들은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현상들에 대한 지각과 우리

가 추구해야 할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정된 시각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공동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의 행위는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눈을 가

리고 헤매거나 충돌하고, 둘 중 하나는 죽거나 등 모두에게 

득이 될 만한 행위들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의 인물들을 끊임 없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나, 

ideologies.

Reaching an agreement made known by the media 

seems to be the only way for conflict solution, but 

each person’s individuality dies out through universal 

common good. A confrontation deriving from such 

a universal system of society has broken out consis-

tently in our surroundings. It seems to be overcome 

when moving to another stage, but actually is in a 

cyclical structure without any change. The artist cap-

tures these narratives from a fixed static angle: from 

an observational perspective as in a documentary, or 

encapsulates in videos something raw captured on 

the spot and figures and scenes that seem irrelevant 

to an event.

In fact, a universal value or general worldview is 

nothing but a name without substance we just em-

ploy for convenience sake. Therefore, our attempt to 

discover an ideology vested in or seeking universality 

is subject to fail. That is, universal being transcending 

space and time may often be beyond our tolerance. 

Kim raises an issue calling for us to consider what 

we have to pursue truly by demonstrating scenes of 

contemporary society taking place in the frame of 

ideologies.

In his recent work A weight of Ideology_The Letters 

to North_Let me know how are you?_ On the Yellow 

Sea, a letter describes a brief thought on North-South 

relations, starting from a trifling thing – naengmyeon. 

The content of this letter addressed to an unspecific 

person in North Korea is banal. The narrative in this 

letter-that one remembered someone in North Korea 

when eating naengmyeon-ends with greetings often 

used: you don’t skip meals. This letter, however, is 

not ordinary. Its content carries no serious ideology 

or thought. In this prolog-like work the ar,tist makes 

viewers ask such questions as “What are ideal North-

South relations?” and, “With what ideology do we see 

the world?”, arguing that our discussion on unifi-

cation with North Korea should be from the heart, 

to preserve equal, basic human life and to respect 

human beings, not any logic of political, national, or 

economic ideologies.

This assertion is made more concrete in his works 

such as The Weight of Ideology_Politics of Percep-

tion_Korean Rosebay he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dancers, and The Weight of Ideology_on Com-

mon Good, The Weight of Ideology_Revised Eyes_

Korean Rosebay, and The Weight of Ideology_without 

Breath. In the videos featuring two people, the artist 

amplifies tension, conflict, and anxiety occurring in a 

fluid, instable society, suggestive of these emotions. 

The videos unfold with solemn background music 

and the action of two people: two persons on the 

same line; man and woman giving breath to each 

other; man and woman wandering with their eyes 

covered; and two persons connected with different 

colored strings.

As known by his work titles, these actions denote our 

perception of social phenomena and convey narra-

tives on common good with new meaning we can 

discover only from our modified perspective. Their 

actions never benefit them: they inflict violence on 

each other; they wander and collide with each other 

with eyes covered; and one of them dies. And yet, 

the figures in his scenes repeat such actions con-

stantly. We feel some uncomfortable truth, tension, 

suffocation, and anxiety in these repetitive actions. 

However, we have to face them. 

The nature we have to grasp in an event is truthful 

common good, naturally stemming from each indi-

vidual’s differences and features, not from any blind 

pursuit of ideologies. Only visible are Korean rosebay 

in The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composed 



8긴장감, 답답함, 불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파악

하여야 하는 본질은 교육받고 학습 되어진 보편 타당하고,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의 틀이 아닌, 개별자들의 차이와 특

성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실된 공동선을 찾아 나아

가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검은 화면에 이산 가족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

이념의 무게 –마지막 잎새>로 되돌아와 보자. 진달래 이외

에 아무런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념과 경계, 색깔론으로 구분 지어지는 이데올로기의 무

게를 내려 놓고 인간으로서의 가족과 형제의 본질적인 대

화를 들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특

정한 이념의 대립의 문제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대한

민국은 건국서부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민주

주의 등의 이념에 흐름에 휩쓸려온 역사라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억압하면서 무비판적으

로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모든 것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

다. 김기라의 작업에 등장하는 우리 나라의 사회는 이데올

로기의 과잉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곳이다. 우리는 눈에 보

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데올로기와 이

념에 눈이 가려져 있다. 이러한 허깨비와 같은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보편을 추구하면 어설픈 

타협만이 남을 뿐이다. 그리고 이 어설픈 타협은 매번 반복

되어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개

별자들로 구성된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이며, 따라서 개별

자들의 특성과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

다. 결국 김기라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예

술가들은 허상뿐인 보편성으로 굳어지지 않은 그 무엇을 

찾아 항상 귀와 눈을 활짝 열고, 넓은 시선으로 사회를 바

라보아야 하며, 그 유동적인 개별자들의 틈새를 찾아 움직

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써 전시 주제인 <마지막 잎새>가 

희망과 절망을 가르는 지표로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분법적인 껍데기뿐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또 다른 것

을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가 이야기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속해있는 주변

을 돌아 보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안개와도 같은 이

분법 적인 이념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 내어야 할 것이다.

of conversations among separated families on a black 

scene. Through this work we can hear elemental di-

alogs between family members, brothers and sisters, 

letting the weight of ideology down. Since its estab-

lishment Korea has been swept by ideologies such as 

communism,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Ideologies can be defined as all systems suppressing 

individuals and controlling our lives. Korean society 

in Kim’s work is a place repressing individuals with 

a plethora of ideologies. Our eyes are covered with 

ideologies and ideas that are invisible but determine 

the direction of our lives. If we seek an illusion-like 

ideology, that is, inexistent universality, we just reach 

an insufficient compromise, and this compromise 

cannot make progress in repetition. 

Our world, however, is complex and diverse, replete 

with individuals: all can thus be realized by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 and choice. After all, Kira 

Kim alludes that in fluid, uncertain society the art-

ists have to view society with their eyes wide open 

and with wide perspectives in pursuit of something 

unlimited by any universality that is just a veneer, 

and have to move to look for some interstices be-

tween fluid individuals. With this we come to realize 

the exhibit theme The Last Leaf has been chosen to 

emphasize that our attitude of departing from ideol-

ogy and selecting an alternative is of significance, not 

to be used as an indicator between hope and frustra-

tion. As the artist argues, we living in Korea have to 

take down the curtain of dichotomous ideology that 

covers our eyes, looking around our surroundings we 

belong to.

이념의 무게 _ 지각의 정치학_진달래 꽃 02 
A weight of Ideology _ Politics of perception _ Korean rosebay part 02

 
HD Video, 10 m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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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Kim 14-08-01-C&R 
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 

A weight of Ideology_ Darkness at Noon
 

35 min. 34sec., 4 channel HD videos & installation
(Installation view at Daejeon Museum of Art, 2014)

17:02	 	"저는	구토를	하겠다고	제발	방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토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계속	거부를	당해....

17:26	 지금	난	실재로	구토가	날	것	같습니다..

17:30	 아	그	구토에	느낌을	일부러	지금	이순간	나하고	느껴보세요..

17:35	 너무	굴욕적이고...

17:42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너무	힘이	없었고....저를	취조하는	놈들은	모두	7명	입니다.

17:58	 그	수치심과	무력감을	일부러	나와	함께	느껴보세요....

18:12	 정말로	지금	그	순간인	것	처럼	수치심과	구토의	느낌을	그	순간을	나와	함께	느껴보세요	...

18:24	 나와	함께	최면하는	편안한	느낌이	기억	속에	그	굴욕적인	느낌을	중화시켜	줄	꺼예요..		

18:32	 구토하는	느낌도	점차	편안하게	중화	되게	될	꺼예요...어깨에	닿는	내손을	느끼면서	힘들었던	그	당시의	순간을	가만히	더	느껴보세요.

18:48	 니가	제대로	답을	안하고	제대로	쓰지못하면	니	여자	친구도	잡아	오겠다고	협박을	합ㅂ니다..

19:11	 그와	당시	제	여자친구는	저와	함께	도피를	하기위해서	봉천동에.........	조그마한	월세	방을...둘	만	아는	월세방을	얻어	놓고	있었습니다..

19:29	 거기서...그	주변에서	나는	잡혔고...내	여자친구는	혼자서	있었고...	

19:48	 제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	어떻게	있었을까?	저도	너무	불안하고...

19:58	 ......이	개자식들!!!....내가	너희를	평생동안	잊지	않을꺼야!!!..:.이	씨발놈들...!!

17:02	 	I	say,	“I’m	going	to	throw	up.	Please	let	me	go	outside”.	I	couldn’t	throw	up	in	front	of	those	guys?	I	ask	them	to	take	me	outside	
to	the	bathroom	in	the	corridor,	pleading…	they	keep	refusing…

17:26	 Now	it	really	feels	like	I’m	going	to	vomit…

17:30	 Okay,	make	yourself	feel	that	way	right	now	here	with	me.

17:35	 It’s	too	humiliating…

17:42	 I’ll	really	never	forget	it…	I’m	powerless…	there	are	7	men	in	all	who	interrogate	me.

17:58	 Feel	that	shame	and	powerlessness	together	with	me.

18:12	 Feel	as	ashamed	and	nauseous	as	you	really	were	at	the	time	and	feel	it	together	with	me	right	now.

18:24	 The	comfortable	feeling	of	hypnosis	with	me	will	neutralize	those	nauseous	feelings	within	the	memory.

18:32	 	The	feeling	of	nausea	will	gradually	be	neutralized	as	well…	Feel	my	hand	touching	your	shoulder	while	quietly	feeling	more	of	
what	you	felt	troubled	by	at	that	moment.

18:48	 “If	you	can’t	answer	or	write	properly,	we’ll	catch	your	girlfriend	too”..	they	threaten…

19:11	 My	girlfriend	at	the	time	and	I	had	a	little	rented	room…	in	Bongcheon-dong…	we	got	a	room	just	the	two	of	us	knew.

19:29	 There…	I	was	caught	around	there…	and	my	girlfriend	was	alone…

19:48	 My	girlfriend	was	so	scared,	so	how	was	she	alone?	I	was	anxious	too…

19:58	 …	You	assholes!!!	…I’ll	never	forget	you	as	long	as	I	live!!!	You	motherfu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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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Kim 14-08-01-C&R 
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 

A weight of Ideology_ Darkness at Noon
 

Video stills

Kira Kim 14-08-01-C&R 
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 
A weight of Ideology_ Darkness at Noon
 
(Installation view at Daejeon Museum of Art, 2014)



11

이념의 무게_ 붉은 필터_검열 
A Red lter_Censorship_A weight of Ideology

 
Installation at PERIGEE Hall, Film on the gla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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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를 위한 드로잉 
 Drawings for A weight of Ideology

 
Installation at PERIGEE Galle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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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를 위한 드로잉들
Drawings for <A Weight of Ideology>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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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를 위한 드로잉들
Drawings for <A Weight of Ideology>

Installation view from the exhibition, // TRANSFER KOREA-NRW 2011/12/13 //  Arko Art Center, Seoul,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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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마지막 잎새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HD video and sound work, 34 min. 13 sec., 2014

(Screening at PERIGEE Hal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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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측 딸 남궁봉자 60대):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남 (북측 아버지 남궁성철 80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울먹이기 시작하며) 꿈결에 너 엄마, 꿈에 한번 만나면...(흐느낌)

여(남측 딸 남궁봉자 60대): (울기 시작함)

남(북측 아버지 남궁성철 80대): 꿈에라도 한 번 만나봤으면... 간절해.

여(남측 딸 남궁봉자 60대):너무 늦어서 (훌쩍 훌쩍).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북측 아버지 남궁성철 80대): 한 번이라도 꿈에 나타나면 꼭 그 이튿날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여(남측 딸 남궁봉자 60대):  엄마가요, 아버지 많이 기다렸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오실 줄 알고, 맨날 내 손 잡고 오실 것 같다고, 오신다고... 

(훌쩍 훌쩍) 아버지가 잘 생기고 엄마한테 잘 해줬다고 했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무 울었어요.

남(북측 아버지 남궁성철 80대):  진짜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었다. 이번에 올 줄 알고, 만날 줄 알고 기다린건데.  

나도 이번에 올 줄 알았는데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Woman (Bongja Namgung, South Korean daughter in her 60s): Did you miss my mother a lot?

Man (Seongcheol Namgung, North Korean father in his 80s):  I really miss her. (Begins whimpering) I wish to see her, even in a dream. (Sobbing)

Woman (Bongja Namgung, South Korean daughter in her 60s): (Begins weeping)

Man (Seongcheol Namgung, North Korean father in his 80s): I wish to see her even in a dream.

Woman (Bongja Namgung, South Korean daughter in her 60s): Too late. (Sobbing)

She passed away five years ago.

Man (Seongcheol Namgung, North Korean father in his 80s):  Something good happened whenever I saw your mother in a dream.

Woman (Bongja Namgung, South Korean daughter in her 60s):  She waited for you for many years until she died. She said you are likely to come. 

(Sobbing). You are goodlooking and treated her well. When my mother passed away, 

I cried a lot.

Man (Seongcheol Namgung, North Korean father in his 80s):  She was really too a good wife for me. I thought your mother could come, but there 

was no name on the list

이념의 무게_마지막 잎새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HD video and sound work, 34 min. 13 sec., 2014

(video st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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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하는 전선들

이선영

미술평론가

Omnipresent Battle Lines

Lee Sun-young

Art Critic

작가는 그렇게 지나가는 풍경을 붙잡아 대면시킨다. 비록 

현대미술이 다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작품이 발표되는 현장을 일종의 공론의 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란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 함으로서 해결에 다가가는 법을 

조금 앞당기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작가는 이전시대처럼 

보편적인 지식인이나 아방가르드 같은 선지자 역할을 더 

이상 맡지 않지만, 올바르고 효과적인 문제 제기에는 그 내

부에 이미 해법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사회적 역

turbing truth rather than neutered art through mul-

tiple works expressed in sculpture, drawing, videos 

and etc. According to public individualism that the 

public deny their identity as the public, they think 

the problems are not mine but theirs.

Obstructing someone from facing oneself, that is 

what ideology and false awareness do. The artist 

makes us think that the problems are not just theirs 

but may be ours. One day, the problem of the mi-

nority becomes the problem of the majority. As seen 

from the issue of non-regular employees, the speed 

of metastasis from the minority to the majority gets 

faster. In that sense, the artist issue as the minority 

also has universality. Kim Kira’s fighting scenes may 

insist that a problem caused by differences between 

interests will never be solved, therefore, whether pol-

iticians or artists, there are no appropriate solutions. 

Artists are not almighty ones, they are just people in 

charge who suffer from various relations within the 

society. Because art is considered special, art makes 

various social issue look like passing landscapes 

whatever it represents. 

The artist drags us to confront those passing land-

scapes. Although contemporary art is not an univer-

sal field that the majority share but the artist tries to 

make the space where his works are announced as 

a kind of a place for public opinion. Here, the artist 

appears not as a person who produces right solutions 

but as one who effectively brings up a problem in 

order to get to the solution one step closer. The artist 

Seriously Conflict in Korea Today
1. Ideology  
2. Generation
3. Place
4. Class

김기라의 최근 작품들의 논제인 ‘이념의 무게’는 우리 사회 

곳곳에 편재해 있는 대립과 반목을 표현한다. 공동선을 주

제로 한 얼마 전의 개인전에 이어 그가 주목한 것은 독일과 

한국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이념, 세대, 계층, 지역, 환

경, 성별 갈등’의 문제이다. 전시장 가득히 다채널로 펼쳐

지는 투쟁의 현장들은 익숙해서 무뎌진 풍경으로 보이고, 

그래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집단적 싸움의 원인은 여

러 가지 여서 작품마다 배경도 등장인물도 다르지만, 한데 

엉켜 아우성치는 모습은 엇비슷하다. 당면한 즉물적 현실

이 너무 심란하여 예술 속에서 도피처를 찾고 싶은 사람에

게는 눈 돌리고 싶은 광경들일 것이다. 그는 조각, 드로잉, 

영상 등으로 표현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거세된 아름다움 

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 대중 자신이 대중임

을 부정하는 대중 개인주의에 의하면, 그것들은 나 아닌 그

들의 문제일 뿐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허위

의식을 비롯한 이데올로기의 역할 아닌가. 작가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일수도 있음을 깨닫게 

한다. 소수의 문제는 언젠가는 다수의 문제가 된다. 비정규

직의 문제에서 두드러지듯이 소수가 다수의 문제로 전이

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소수자로서의 예술가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의 보편성을 가진다. 김기라의 작품에

서 악다구니 쓰는 싸움만 펼쳐지는 광경은 인간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정치

가는 물론 예술가도 뾰족한 해결법은 없다는 의미일까. 작

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그 역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

계의 역학 속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일 뿐

이다. 예술의 문제가 작품들에 나타나고 있는 바의 격렬한 

몸싸움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기에는 특수한 분야라는 점이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들을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일수도 

있게 한다. 

Kim Kira’s recent works focusing on the theme ‘A 

Weight of Ideology’ presents confrontation and 

hostility omnipresent in our society. Since his solo 

exhibition was held with the theme ‘common good’, 

now he focuses on the problems of ‘ideology, gen-

eration, class, locality, environment and gender’ 

observed from many places in Korea and Germany. 

Multichannel screens fill the exhibition hall present-

ing struggling scenes and these look rather indiffer-

ent due to their excessive familiarity, therefore it 

becomes a much more serious problem. Since the 

cause of collective fightings are varied, every work 

has different character and background, but they look 

all similar in their clamorous clustering. To people in 

search of refuge within art from facing reality which 

is too disturbing, Kim’s works show the landscapes 

we want to avert our eyes from.  He let us face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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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지만, 

그 밀도와 강도에 따라 일파만파의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 

법이 포기한 문제를 예술이 다시 문제 삼아서 ‘적법한’ 해

결책을 낳은 경우도 종종 있다. 시간이 지나면 중력의 작용

을 이기지 못한 채 가라앉는 문제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은 예외적인 역발상, 즉 예술적인 효과인 것이다. 

강도와 밀도를 가진 현실은 예술과 다를 바 없다. 예술 또

한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현실이 될 수 있다. 현실과 

예술의 이러한 근접성 때문에, 예술은 현실적 사건이 가지

는 힘에 매혹된다. 그것을 온전히 자기화할 수 없을지라도 

사건은 동등한 비중으로 자신의 작품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벌어진 사회적 사건을 재현하는 문제

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재주의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 

소재주의는 작가의 무감각 또는 무능력에 의해 예술 자체

가 가지는 사건성을 간과한다. 현실에 맞먹는 사건을 작품 

내부에서도 불러일으켜야 ‘소재가 된’ 현실 역시 주목할만

한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작가는 평행선상에 놓인 두 

가지 사건의 매개자 및 조율자이다. 그것이 심미주의를 위

해 현실을 괄호 친 이와 다른 그의 무리수이고 도전이다. 

‘이념의 무게’ 라는 무게 있는 주제를 작품화하기 위해 작

가는 먼저 현장과 자료조사에 힘을 썼다.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졌을 것

이다. 작업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작가부터 변화시킨

다. 이러한 사회학적 탐구는 캔버스를 잘 다듬고 물감을 잘 

섞어 바르는 과정만큼이나 작품 내적인 것이다. 현실에서 

찾아낸 자료 조사 및 조직자 역할은 경계인의 위치에서있

다. 김기라는 그 경계를 다리에서 발견한다. 작품 [on the 

bridge]는 가장 많은 자살자들이 몰린다는 마포대교와 한

강대교에서 카메라와 함께 몸을 던져지는 장면을 연출했

다. 뽀글거리며 깊은 물에 수장되는 카메라의 시점이 비극

적인 결말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죽음에 근접한 경계

인의 시점이야 말로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들려

온다. 작가는 사회를 가르는 다양한 경계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여러 경계를 넘나들기 위해 그는 확고한 주체가 

아니라, 유령 같은 정체성에 기댄다. 그는 한 작품에서 누

가 누군 편이지 알 수 없을 만큼 뒤엉킨 중간에 껴서 카메

라를 들고 버티고 있다. 

사건은 대개 모호했던 이해관계가 명료해지는 시점에 폭

발하며, 이성적 대화와 타협보다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다. 작가가 여러 현장에서 발견한 ‘마주하는 넘지 못하는 

선’들은 이성과 대화 역시 궁극적으로는 힘의 문제는 아닌

가 하는 의문을 불러온다. 김기라의 작품에서 법과 폭력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법은 폭력에 바탕하며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 자크 데리다는 법이 가지는 신비한 권위의 근거

를 해체하는 글 [법에서 정의로]에서, 상식적으로 서로 반

대편에 놓여 진다고 가정되는 법과 폭력이 겹쳐지는 근본

적 지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데리다는 여기에서 법적 힘과, 

우리가 항상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폭력을 어떻게 구분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는 독일어 ‘Gewalt’에 폭력과 적

법한 권력, 정당화된 권위 등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음을 강

조한다. 데리다는 폭력이 법질서에 외재적이지 않음을 주

장한다. 

폭력은 법에 생소하지 않다. 법을 위협하는 것은 이미 법 

안에, 법의 기원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모든 국가의 

정초는 새로운 법을 창설하는데, 그것은 항상 폭력 속에서

의 창설이다. 폭력과 법 사이의 이러한 상호함축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폭력의 합리적 해결보다는 폭력을 독점하

doesn’t take a role as a universal intellectual nor 

an avant-garde-like prophet as in earlier times, but 

he seems to carry out his own social role because if 

his presentation of a problem is right and effective, 

the solution is already located within the problem. 

That doesn’t create legal force but it can produce 

ever magnifying power depending on its density and 

solidity. Sometimes there have been cases that art 

brought about ‘legal’ solutions by remaking an issue 

of a case the law gave up before. There are sinking 

issues that couldn’t overcome gravitational action. 

The power bringing those issues back to the surface 

is unexpected reverse, that is, artistic effect. 

Reality with strength and density is no different 

from art. Art can also become reality once it meets 

same conditions. Due to this proximity of reality 

and art, art is attracted to the power events of the 

reality hav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ully inter-

nalize the event, it should occur in one’s work with 

same weight. That is not just representation of social 

events already happened. Therefore, the principle 

of material simply itself can be failed. The principle 

of material overlooks eventual aspect of art itself 

due to artist’s insensibility or incompetence. When a 

work can excites an event equivalent to reality, the 

reality that ‘became material’ can come to us as a 

noticeable event. The artist is a mediator and a tuner 

of two different events lying on parallel lines. That is 

his risky challenge different from others who put the 

reality in brackets for the sake of aestheticism. To 

create his weighty work ‘A Weight of Ideology’ as a 

real piece of art, he concentrated on collecting data 

by investigation on sites.  

While he learned more, the direction of his work 

must have been changed a bit by bit. Work chang-

es its creator first before it transforms the society. 

This sociological investigation is very internal part 

of the work as much as the process of paint mixing 

or canvas trimming. The role as an organizer who 

collected data from reality stands as a border rider. 

Kim Kira finds this role at the bridge. His work [on 

the bridge] directed the scene one’s fall into the 

river with a camera from Mapo Bridge and Hangang 

Bridge where the most suicides come. A viewpoint 

of the camera being buried at sea can give us a hint 

of tragic ending,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as a message saying only the border rider’s 

viewpoint nearby death can cross the border. The 

artist focuses on various borders dividing the society. 

To cross many borders, he leans toward the ghost-

like identity rather than a certain one. In the middle 

of clusters no one knows about who is on who’s side 

he firmly stands holding a camera. 

An event mostly explodes at the moment when 

vague relation between interests becomes clear. And 

there are only abusive language and violence rath-

er than reasonable conversation and compromise. 

A weight of ideology-expected negosiation 

HD Video, 12min. 30se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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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법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

다. 김기라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투쟁하는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법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의말은 메시지인 동시

에 힘(폭력)이다. 절망과 분노에 가득한 그들의 주장은 단

지 어떤 사연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는 힘의 발

현이다. 장면 속의 행동과 언어는 각자 정당하다고 믿는 법

의 창설을 위해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장이다. 많은 장면들

은 폭력의 폭력적인 발현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작가가 작

품의 언어로 발현해야 하는 힘은 현장의 그들과는 차이가 

있다. 현실적 권력이 없는 작가에게 힘은 담론에서 나온다. 

여러 사회적 논쟁을 포함하는 김기라의 작품은 전형적인 

예술작품의 외양을 띄기 보다는, 그자체가 담론적 성격을 

띈다. 니체나 푸코를 따라, 모든 것이 권력이고, 담론 역시 

권력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작가 또한 그러한 권력

을 만들어내는 자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거시적인 권력이 

아니라 미시적인 권력이지만, 허구를 포함한 현실은 모두 

이러한 미시적인 권력-담론의 그물망으로 엮여져 있다. 작

품들은 그렇게 짠 그물망으로 포획한 문제적 현실들이다. 

미시 권력망 안에서 특수한 분야인 예술 또한 보편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권력은 안정적이

거나 정태적이지 않으며, 일상생활 내부에서 다양한 국면

에서 개조된다. 권력은 상식에 대한 우리의 희미한 감각을 

구성하며, 한 문화의 지배적 인식소들(epistemes)로 위장

된다. 나아가 사회변혁은 단지 어떤 대의를 지지하는 다수 

대중을 결집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사

회적 관계들이 재접합 되고 파격적인 또는 전복적인 실천

들에 의해 새로운 개념적 지평이 열리는 방식을 통해 일어

난다. 

제도적 정치를 넘어선 권력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예술 작업 또한 일련의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해서 

헤게모니 싸움에의 개입을 예시한다. 김기라의 작품은 투

쟁적 현실만큼이나 거칠고 양면적이다. 영상 뿐 아니라, 같

은 주제를 드로잉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 역시 마찬가

지이다. 힘찬 필치로 그려진 수 십 장의 드로잉은 각 현장

에서 받은 인상을 빠르게 내뱉은 말처럼 보인다. ‘NO’와 

‘ON’이라는 두 단어를 쌓아 만든 조각 작품은‘된다(on)/

안된다(no)’가 돌고 도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된 것을 안 되게도 하는 싸움에 예술도 담론

의 형태로 연루되어 있다. 7개의 채널로 보여주는 다양한 

갈등의 현장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동일자에 의해 

억압받거나 사라지는 타자들의 모습은 공통적이다. 우리사

회를 지배하는 동일자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요컨대 ‘성장’

을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차이와 다름에 인색한 곳도 드물다. 세계화

는 물론, 정의와 진리를 외칠 때조차도 그렇다. 그러나 데

리다는 [법에서 정의로]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곧 정의’(레

비나스)임을 인용하면서, 공정함은 평등이나 계산된 형평

성, 공평한 분배나 분배적 정의가 아니라, 절대적 비대칭성

임을 강조한다. 동일성에 근거한 차별이 아닌, 세상을 진정 

아름답게 하는 다양성, 즉 상호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

의라는 것이다. 데리다의 논리대로라면 동일성을 해체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김기라의 작품에서 타자들은 억압받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 권력을 생산한다. 거시 정

치학에서 작가는 단순히 도구화되거나 소외되지만, 새로운 

미시 정치학의 장에서 작가의 역할은 달라진다. 갈등과 싸

움의 현장은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위해 힘

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작품 [백령도에서 쓴 편지 수취인 

불명 황해]는 아직도 미제에 쌓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의 최전선이 된  백령도에서 북한의 누군가를 향해 

병속에 넣어 보내는 메시지이다. 

‘Lines ahead but unavailable to cross‘ that the artist 

has found in many scenes raise a question if reason 

and conversation are a matter of power ultimately. 

In Kim Kira’s works, law and violence are very close. 

Law is based on violence and causes another vio-

lence. In Jacques Derrida article that deconstructs 

mystical foundation of authority that law has, Der-

rida once pointed out the fundamental point where 

law and violence are overlapped which are supposed 

to be opposite from a common-sense point of view. 

Here, Derrida throws a question how to distinguish 

legal power from violence we always consider as 

unjustifiable. He emphasizes that the German word 

‘Gewalt’ connotes violence, legal authority and justi-

fiable authority at the same time. He argues violence 

is not extrinsic to law and order. 

Violence is not strange to law. That is, what threatens 

law is already within law, belongs to the origin of 

law. For example, when a nation is founded, the gov-

ernment makes new law, but the process is always 

along with violence. Keep this mutual implication of 

violence and law in mind, we cannot help but accept-

ing there is law’s interest in monopolizing violence 

rather than having rational solution for it. Every 

struggling character in Kim Kira’s works all asserts 

their own law. However, their words are all messages 

and at the same time power(violence). Filled with 

desperation and anger, their assertion in not just de-

livering certain story transparently but also a mani-

festation of power. Action and language in scenes are 

all places in which power runs smash into another 

power in order to create the law they believe right. 

Many scenes are full of violent manifestations of 

violence. But the power the artist has to reveal in his 

own language is distinguished from them in sites. To 

artist who has no actual authority, the power comes 

out of discourse. 

Embracing various social controversies, Kim Kira’s 

works have discourse-like nature rather than typical 

artistic appearance. Accepting the hypothesis that 

everything, even a discourse, is power, according to 

Nietzsche and Foucault, the artist is also one of those 

who create the power. Although that is microscop-

ic, not macroscopic, the reality containing fiction is 

tangled in microscopic power-discourse structures. 

Artistic works are problematic realities caught by 

those structures. In the microscopic power struc-

ture, art, that is supposed to belong to a special field, 

takes an universal role. According to Judith Butler, 

power is not stable nor static but transforms itself 

in multiple conditions within daily life. Power con-

structs our faint sensibility on common sense while 

it’s disguised as dominant epistemes of the culture. 

Furthermore, social reform doesn’t take place by the 

collective power of the majority supporting a certain 

cause, but when social relations of everyday life are 

reconnected and shocking or subversive practices 

create a whole new conceptual prospect.   

This kind of new approach to power beyond institu-

tional politics foreshadows art work’s intervention 

Analyze statistical data as Suicid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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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넣은 자필 편지는 디지털 시대에 아나로그적 어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소박한 문제에 

이념이 끼어들어 빚어진 비극을 빗댄다. 붉은 색 기에 북한

의 지명이 선명하게 들어간 냉면집 간판에서 작가는 거시

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기억과 감각의 공유라는 미시적 

문제로 풀 것을 제안한다. 뜨거운 여름에 인기 있는 한 끼 

식사인 함흥냉면, 평양냉면을 매개로 감각을 공유하는 민

족 간에 음식을 매개로 한 인사 및 안부의 편지가 수 십 개

의 병에 담겨 해류를 타고 북으로 흘러간다. 메시지가 들어

있는 병들은 자연에는 있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 갈 것이

다. 슬픈 배경음악이 깔리는 작품 [메이데이-잃어버린 고

향]은 해군 기지로 개조되기 위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강

정마을의 싸움을 담았다. 작품 [메이데이 제주-숨비소리]

는 관광이나 군사문제 보다 더 소중한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녀들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무형문화재 해녀가 부르는 노동요 ‘이어도 사나’가 흘러

나오는 아름다운 흑백 화면은 질긴 생명력으로 이어온 것

in the fight for hegemony with a series of performa-

tivity. Kim Kira’s works are rough and ambivalent 

just like struggling reality is. Not only videos, but 

also drawings and sculptures expressing same theme 

are, too, rough and ambivalent. Dozens of drawings 

drawn by energetic touch seem to be words spit-

ted out fast at each site. The sculpture constructed 

by two words ‘NO‘ and ‘ON‘ proves ‘on/no‘ is in a 

circling relationship. In fights that make something 

impossible possible or undo something done, art 

is already involved as a form of discourse. Many 

struggling sites shown in 7 channels present multiple 

spectra, but the others are commonly disappearing or 

oppressed by the same. The voice of the same ruling 

our society is unchanging. To sum up, the voice says 

we need to be ‘one’ to ‘develop.’  

There are not much countries stingy with difference 

like our country. Even when we talk about truth, 

justice, and globalization, our country is. However, as 

Derrida cited Lévinas’s ‘Justice is about the relation 

with the Other’ in his essay [Force of Law], he em-

phasizes that justice is not about equality, calculated 

fairness, fair distribution nor allocation justice, but 

about absolute asymmetrical relationship. That is, 

justice is about accepting mutual differences and the 

variety making this world truly beautiful, not about 

the differentiation based on oneness. According to 

Derrida, justice is what deconstructs the oneness. In 

Kim Kira’s works, the others are not just oppressed, 

but produce the power of resistance. In macroscopic 

politics, an artist is simply instrumentalized or alien-

ated but in the phase of microscopic politics, the art-

ist’s role changes. The site of conflict and fight is not 

a simple chaos but the process of reorganizing power 

for new order. His work [Letter A weight of Ideology_ 

The Letters to North _ Let me know how are you? _ 

On the yellow Sea, HD Video, 10min. 00sec. 2013] 

was inspired by the Cheonan sinking case which is 

still unknown and it presents a message in a bottle 

sent to someone in North Korea from Baengnyeo-

ng-do, now the front line. 

A written letter in a bottle shows analogue grammar 

in the digital era and that alludes the tragedy created  

by ideology’s intervention in a simple problem about 

having a proper meal. From the sign of a Naengmy-

eon restaurant showing a red flag and the name of a 

region of North Korea, the artist suggests to solve a 

macroscopic problem of ideology with microscopic 

ways like sharing memory and senses. Dozens of bot-

tles containing greeting messages move toward the 

North along with ocean currents and the messages 

suggest that people, whether they are North Korean 

or South Korean, share same senses by a medium of 

Hamheung Naengmyeon and Pyongyang Naengmy-

eon popular in hot summer days for one proper meal. 

These bottles will cross the border that can’t exist in 

natural state. [Mayday on Jeju _ Vanished Hometown

HD Video, 9min. 46sec., 2013] is the work about 

the fight of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in danger 

of losing their home due to a naval base develop-

ment. [Mayday on Jeju _ SUMBISORI, HD Video, 

9min. 46sec., 2013] expresses the beauty of Jeju with 

haenyos(female divers) because it’s a more import-

ant issue than sightseeing or military issue.

While the work song of haenyo ‘Ieodo Sana’ which is 

assign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 plays, beautiful 

black and white screen gives a ominous feeling that 

things that have had a tenacious hold on life would 

fade into the mists of history. [Flying Lights] focuses 

on the issue of Ssangyong layoff, initiated in 2009 

and still unsolved, which has made 22 laid-off work-

ers commit suicide, stands by the labor union’s side 

and delivers their story. The message of a female 

worker sounds much more desperate with her faint 

voice. This work focuses on letting us hear the voice 

New Town Project on Seoul Today

New Town Project on Seou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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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ite than the video, visually jejune. From the 

voice, the pressure to solve this problem is desper-

ately conveyed to us. Whenever the political circles 

fluctuate, Ssangyong situation has been promised to 

be resolved but the whole story has gone missing be-

cause it’s been extend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artist summarizes and edites their voice for us 

to hear that no one listens to anymore. [Unexpected 

landscape, HD Video, 16min. 44sec., 2012] filmed 

in Germany covers a tree confronting development 

hysteria and [A Weight of Ideology - Without Breath] 

delivers the message of sacrifice with an old couple 

who come and go between life and death as they 

exchange breath in order, under the supposition ‘if 

one can survive, what would you do?’. 

Patience and sacrifice are universal issues as much 

as preventing one from skipping a meal. The issues 

that Kim Kira covers in his ‘A Weight of Ideology’ are 

not coincidental cases but connote universal issues 

of human history. However, whether it’s universal of 

not is not a clear problem, rather contains conten-

tious issues. In Judith Butler’s thesis [Restaging the 

Universal] that raises up the problem of universals 

driven into a corner by various ‘post‘ syndromes, 

although the universality meant self-identification to 

every human being at first, the universality denied 

to accept every human being into its boundary, so it 

lost its nature of self-identification. Because univer-

sality failed to embrace every specialities, it rather 

tends to be built on fundamental hostility against 

speciality. Abstract formal logic aims at erasing every 

trace of alterity. When the particular is absorbed 

into the universal, there remains unabsorbed surplus 

and because of it the universality becomes ghostlike 

presence to itself. 

Around universality, the trace of its counter-con-

cept, the particular, is inevitably floating. Kim Kira’s 

ghostlike viewpoint crossing over borders in his 

works presents a problem of universality we need to 

concern and solve in this era. Butler says any kind 

of universality can’t comfortably stay within the 

concept of single culture. Because culture is not the 

entity with a fixed boundary. When we say the form 

of cultural exchange constitutes those cultures’ iden-

tity, social conflicts constantly shown in Kim Kira’ 

works are not conflicts for conflict’s sake but show-

ing identity formation through differential differences 

with the other. Various struggling sites show that 

every identity is being established in the place for 

differential relations. He doesn’t cover up difference 

but accelerates the exchange between them. If they 

only appear in a form of struggle, that must be our 

tragedy. According to the artist’s investigation, the 

amount of our loss caused by social conflicts is rated 

number two in the world following Turkey where 

suffers from religious conflicts. 

While freely crossing borders, Kim Kira keeps reveal-

들이 곧 역사로나 남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자아낸다. 

2009년에 시작되어 22명의 자살자를 낸, 현재까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쌍용차 사태를 다룬 작품 [풍등]은 정리 해고

된 노조 측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전달한다. 여성 노동

자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실린 메시지는 더욱 절박하게 들

려온다.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는 건조하게 흘러가는 장면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집중한다. 그 목소리

로부터 문제해결에 대한 압박감이 절실하게 전달된다. 정

치권이 부침할 때 마다 해결을 약속했던 쌍용차 사태는 자

초지종 자체가 실종 되고 말았지만, 작가는 장기화되어 이

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육성을 요약하고 편집해

서 들려준다. 독일에서 찍은 작품 [예상할 수 없는 풍경]은 

개발의 광풍을 견디고 있는 나무를 담았고, [이념의 무게-

숨 없이]는 ‘한명만 살 수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

가’라는 가정 아래, 순차적으로 숨을 교환하면서 죽음과 부

활을 반복하는 노부부를 통해 희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한다. 

인내와 희생이라는 메시지 역시 한 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 

문제만큼이나 보편적이다. 김기라가 ‘이념의 무게’에서 다

룬 문제들은 우연적으로 불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인간사

의 보편적인 문제를 함축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보편적

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첨예한 쟁점을 포함한

다. 주디스 버틀러는 각종 ‘post’ 증후군에 의해 궁지에 몰

린 보편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논문 [보편자를 다시 무

대에 올리며]에서, 처음에 보편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자기

동일적인 것을 가리켰다 하더라도, 보편성은 자신의 범위 

내에 모든 인간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함으로서 자기동일성

을 상실한다고 지적한다. 보편성이 모든 특수성을 포용하

는데 실패하고, 도리어 특수성에 대한 근본적 적대 위에 구

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형식 논리는 이타성

(alterity)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한다. 특수자가 보편

자로 흡수될 때는 그것의 흔적, 즉 흡수될 수 없는 잔여가 

남는데, 이로 인해 보편성은 스스로에게 유령적인 것이 된

다. 

보편성에는 그것과 대립하는 특수한 것의 흔적이 불가피

하게 떠돌아다닌다. 김기라가 취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유

령적 관점은 작품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

해야 할 만한 보편성의 문제를 무대에 올린다. 버틀러는 어

떤 보편성 개념도 단일한 문화라는 개념 안에서 편히 머

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문화란 경계가 그어지는 존재자

(entity)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들 간의 교환 양식이 그 

문화들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할 때, 김기라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회적 대립은 대립을 위한 대립이 아

니라, 상대와의 변별적 차이를 통해 구성되는 정체성을 드

러낸다. 다양한 싸움의 현장은 모든 정체성이 변별적 관계

의 장 속에서 정립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차이를 무마

하지 않으며, 그것들 간의 교환을 가속화시킨다. 그것이 투

쟁 일변도로 나타나는 점이 우리의 비극이다. 작가의 조사

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손실이 종교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터키에 뒤이어 세계 2위라고 한다. 

김기라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형식주의적으로 깔끔하게 마

무리 지을 수 없는 잔여들, 추상 논리가 그 스스로를 추상

으로 구성하기 위해 배제하는 것들을 들추어낸다. 비약적

인 물질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있던 타자들은 발전이라는 

추상적 형식논리와 분리, 배제된 흔적과 잔여들로서 성장 

제일주의의 모순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즈음, 배제된 자

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적 야

욕을 불태운 적은 없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끝없이 타자

Ssangyong Motor’s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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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왔다. 작품의 한 주제인 

남북대결은 대표적인 타자화의 예라 할 것이다. 그의 작품

에서 보편성은 종합과 화해가 아니라 균열과 투쟁에서 발

생한다. 작품에는 정치 경제적 제국의 팽창과 확장에 의해 

희생되는 이들이 등장한다. 진흙탕 싸움처럼 전개되는 갈

등의 현장은 법적, 형식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

음을 보여준다. 

이성이나 형식 자체가 힘의 논리에 의해 구축되어왔기 때

문이다. 비극적 희생을 낳는 이러한 파국적 투쟁은 보편성

이란 것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구

체적 행동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몸싸움일 뿐 아니

라, 헤게모니의 싸움이다. 우리시대에 간취될 보편성은 아

직 실현되지 않고 도래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산적

한 문제들은 현실 속에 흩어져 있으며 시간의 시험에 의해 

흐릿해지고, 상대적으로 덜 조직화된 세력이 패배하는 경

향이 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인용

과 재상연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작

가는 현실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 행위에 있어 김

기라는 타자적인 것을 낭만화하거나 투명한 이성적 해법

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에서 보편 내재하는 전

선들은 담론의 형식으로 재구성된다. 이 사건-작품들은 매

끈한 종합이라 결론이 아니라, 대립하는 담론들 간의 균열

과 진동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서 당면 과제들을 현재화

한다.    

―

필자 이선영은 이화여대 생물학과와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수료하였고, 1994년 조선일

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으로 등단하였다. [미술과 담론](1996-2006년) 편집위원과 [미

술평단](2003-2005년)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2005-2006년 art in city 공공미술추진위

원회위원(문화관광부)과 2012-2013년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자문위원(인천문화재단), 

2009-2013년 ARKO 신진작가 워크숍 강사에 참여하였다. 2006년 제1회 정관 김복진 미술 

이론상과 2009년 제1회 한국 미술평론가 협회(이론부문)상을 수상하였다.

ing the residue unfinished in a formalist way and the 

things the abstract logic excludes to constitute itself 

as abstract. The others shrouded in rapid material-

istic growth are the residue excluded from abstract 

formal logic, that is, development. Around the time 

the principle of growth shows its contradictions in 

detail, the other’s uprising will take place. Our coun-

try hasn’t have the ambition of imperialism, but just 

like them, the country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others constantly for growth. One 

of the themes, North and South confrontation,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otherization. In his works, 

universality doesn’t occur in synthesis nor reconcil-

iation but in cracks and struggles. There are victims 

of expansion of political economic imperialism. This 

site of struggle developing like a mud fight shows it 

can’t be resolved legally nor formally. 

It’s because reason and form themselves have been 

constituted by the logic of power. This catastrophic 

struggle bearing tragic sacrifices proves that uni-

versality is not a formal procedure transcendentally 

existing but results of concrete actions. That is not 

just a physical fight but also fight for hegemony. 

The universality our era will achieve hasn’t been 

actualized, not arrived here yet. However, pending 

problems are scattered in reality and fade away by 

time’s test and tend to fail as a party relatively less 

organized. Therefore, although the case is already 

happened, it needs to be reconstructed by citations 

and representations. With this process, the artist can 

intervene in the reality. For this intervention, Kim 

Kira doesn’t suggest a transparent reasonable solu-

tion nor romanticizing the others. The battle lines 

inherent in his works are restructured in a form of 

discourse. This event-works are not sleek synthesis 

or results but vividly delivering cracks and vibrations 

created between confronting discourses to make 

those pending issues into current issues. 

A weight of Ideology_ past history
HD Video, 16min. 26se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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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 _ 지각의 정치학_진달래 꽃 02 
A weight of Ideology _ Politics of perception _ Korean rosebay part 02

 
HD Video, 10 m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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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 공동선위에서 
A weight of Ideology _ On the common good

 
HD Video, 10m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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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 _ 지각의 정치학_진달래 꽃 02 
A weight of Ideology _ Politics of perception _ Korean rosebay part 02

 
HD Video, 10min., 2014

(Exhibition view at Beijing Springs center of A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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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숨 없이 02 
A weight of Ideology _ without breath 02

 
HD Video, 10m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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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_숨 없이 02 
A weight of Ideology _ without breath 02

 
HD Video, 10min.., 2014

(Exhibition view at MOCA Taipe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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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이념의 무게_수정된 시각_ 진달래 꽃 01 
A weight of Ideology _ Revised eyes _ Korean Rosebay part 01
 
HD Video, 10min.,2014

(bottom)

이념의 무게를 위한 4가지 질문 
4 questions for A weight of Ideology

 
 (Installation view at Seoul Museu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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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 both sides of antagonism
 

Colouring and urethane coating on wooden sculpture, 240×240×40cm, 2014
(Installation view at MOCA Taipe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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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 both sides of antagonism
 

Colouring and urethane coating on wooden sculpture, 240×240×40cm, 2014
(Exhibition view at Beijing Springs center of Art, 2014)



31

이념의 무게 _ 북으로 보내는 편지 _ 수취인 불명 _ 황해
A weight of Ideology _ The Letters to North _ Let me know how are you? _ On the yellow Sea

 
HD Video, 10min., 2013

이념의 무게 _ 북으로 보내는 편지 _ 수취인 불명 _ 황해
A weight of Ideology _ The Letters to North _ Let me know how are you? _ On the yellow Sea

 
Installation view northern limit line (NLL) at Baegryeong island in the Bunker #7

HD Video, 10min. 00sec., 2013

냉면을 먹다가 당신 생각이 나, 편지를 적습니다. 

아 참,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후덥지근해 지치는 날이면 어김없이 냉

면이 생각납니다.

누구는 더운 몸을 파고드는 얼얼함이 냉면의 매력이라고 

하던데, 나는 톡톡한 메밀 면에 담백한 국물 맛을 좋아해 

평양냉면을 으뜸으로 꼽는답니다.

평양냉면, 이름만 되뇌어도 입안에 침이 또 고이는군요. 당

신은 어떤 냉면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냉면집의 풍경도 참 흥미롭습니다. 남한에서 ‘평양’이

라는 이름이 이렇게 친근하게 불리는 곳이 또 어디 있겠냐

는 생각이 들 때면, 혼자 웃기도 합니다. “평양”을 큰 소리

로 외치건, 붉은 글씨로 커다랗게 적은 깃발이 펄럭이건 누

구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똑 같은 상황이 시내 한복

판 광장이나 군중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펼쳐졌다면 아주 

예민해졌을 일인데 말이죠.

냉면이 중국에서 유래한 찬 국수든, 우리네 전통음식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금은 어엿한 우리 음식인데. 소박한 

이 음식을 조선의 순조 임금이 야식으로 드셨고, 고종 황제

도 덕수궁에서 겨울 야참으로 냉면을 즐기셨다더라고요. 

냉면 한 그릇이 왕부터 평민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쪽

부터 남쪽까지 두루 섭렵한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음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맛에 대한 공감은 같은 기억의 공유니까요. 이

건 우리가 한 핏줄이고,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밥 한끼 먹는데 무슨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무게가 있겠어

요? 이 순간 나에게 신념이 있다면, 다시 못 올 오늘의 이 

한끼를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을 뿐이죠. 그게 

평양냉면이든 개성만두든, 벽제갈비든 섬진강 재첩국이든 

상관없다구요.

잘 지내세요. 끼니 거르지 말고요.

2013년 7월 

남쪽 당신의 형제이자 친구 김기라

수취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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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eating some Naengmyeon and thought of you, 

so I’m writing this letter. Are you eating well these 

days?

The weather is so humid lately - I can’t stop thinking 

about Naengmyeon. Someone said the charm of 

Naengmyeon is the ability to snuggle your hot 

body into its chilliness; I like the light taste of thick 

buckwheat noodle broth, so Pyongyang Naengmyeon 

is my favorite. 

Pyongyang Naengmyeon – just the name alone 

makes my mouth water. I’m curious what kind of 

Naengmyeon you like.

I think the atmosphere; too, in a Naengmyeon 

restaurant is really exciting. When I try to think 

about where else in South Korea you might be able 

to use the name Pyongyang so familiarly, I have 

to smile to myself. Here, there’s no discomfort in 

calling out “Pyongyang” in a loud voice, or writing it 

in big letters on a fluttering red flag. But trying the 

same thing in a crowded plaza in a city or in a public 

assembly – it would become a very sensitive issue!

What does it matter whether Naengmyeon has its 

roots in Chinese soup or as a traditional Korean 

meal? It’s now fully a Korean food. This simple 

meal was eaten as a late-night snack by the 

Choseon emperor Sunjo, and it’s said that emperor 

Gojong also enjoyed it as a winter midnight snack 

in Deoksugung palace. It seems Naengmyeon has 

spread far and wide, from peasants to emperors, 

from old times until now,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sn’t it true tha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can talk about the same food? I mean, sharing our 

memories and feelings about the taste. This is one of 

our bloodlines, and I think it has great meaning, no 

less tha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What kind 

Blind Letter

of political conflict or commemorative value does 

eating a meal have? If there’s one new idea I have 

during that day which can never come again, it’s only 

that that one meal is “delicious” to eat – regardless 

of whether it’s Pyongyang naengmyeon or Kaesong 

dumplings, Byeokje barbecued ribs or Seomjin River 

clam soup.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and don’t skip any 

meals.

Your southern brother and friend,

Kim Kira

July 00, 2013

Place of Conflict in Korea Today

Performing Points in Baegryeong Isl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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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view from the exhibition, // TRANSFER KOREA-NRW 2011/12/13 //,  Kunsthalle Düsseldorf, OSTHAUS museum Hagen, 2013

[ from left ]

A weight of Ideology_The letters to North_ Let me know how are you?_On the yellow sea 
 HD Video, 10 min., 2013

A weight of Ideology_without breath
 HD Video, 15 min. 16 sec., 2012

Unexpected landscape
 HD Video, 16 min. 44 sec., 2012

Mayday on Jeju_SUMBISORI 
 HD Video, 9 min., 2012

A weight of ideology-expected negotiation
 HD Video, 16 min. 23 sec., 2012

A weight of ideology_Past history
 HD Video, 5 min. 55 sec., 2012

Mayday on Jeju _ Vanished hometown 
 HD Video, 9m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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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 _ 지난 과거 & 이념의 무게 _ 예정된 협상
A weight of Ideology_ past history & A weight of ideology-expected negosiation 

2 channel videos, 2013
(Installation view at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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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Mayday on Jeju _ Vanished Hometown
HD Video, 9min. 46sec., 2013

(bottom)

Mayday on Jeju _ SUMBISORI
HD Video, 9min. 46s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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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 for the Jeju Naval Base_ Seriously Conflict on Jeju Kangjeong Village Seriously Conflict on Jeju

Mayday on Jeju _ Vanished Hometown
HD Video, 9min. 46sec., 2013

Mayday on Jeju _ SUMBISORI
HD Video, 9min. 46s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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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 연작
<A weight of Ideology> series 

4 channel videos, 2013
(Installation view at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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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무게 _ 숨없이
A weight of Ideology _ without breath

HD Video, 15min. 58sec., 2012

<이념의 무게 _ 숨없이>를 위한 드로잉
Drawings for <A weight og Ideology_without breath>

Water colour on pap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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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위에서
On the bridge

HD Video, 2 min. 26 s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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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the Original Form of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Common Good_Climb Every Mountain!

Cho, Gwan-yong

Art historian, Art critic

잃어버린 신화와 성상 이미지들의 원형을 찾아서
공동선_모든 산에 오르라!

조관용

미학, 미술비평

Looking up at the dark night sky filled with stars in 

childhood might have stirred both a sense of awe 

and a mysterious sense of fear. The fear steps in the 

moment when we recognize the self as an existence 

in the unfathomably deep and large universe. At that 

moment, we realize that an individual is nothing but 

a speck of dust in the endless universe, and that ‘I’, 

like the countless stars in the night sky, occupy a 

certain spot then vanish into darkness with time. As 

expressed by Mircea Eliade in Meaning of Religion, 

such awareness leads the individual to a mentality of 

religious life and attitude. On the origin of religion, 

Eliade commented that “…man has the desire to 

reach the deep limits of the tangible origin of uni-

verse by penetrating space-time, the insuppressible 

desire to explain the ultimate principle of physical 

nature and the basic condition of living matter.” 1 

However, childhood’s fundamental question about 

existence withdraws into a hard shell like a snail 

when it confronts the social cultural environment.

According to J.E. Harrison’s Ancient Art and Ritual, 

the childhood question about existence was a pre-

lude to the birth of religious rituals and mythology 

for ancient civilization. However, the question about 

existence is restricted to society, economy, and histo-

ry, as suggested by the new philosophies of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according to Eliade. 

The fact that mythology and religious rituals ignited

with the question of existence is restricted by society, 

economy or history of man, signifies man’s impossi-

어린 시절 어두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

라면, 우리는 놀라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드넓은 우주에서 ‘나’라는 존

재를 생각하는 순간일 것이다. 한 인간은 그 순간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나’라는 존재는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

과 같이 한 지점을 차지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의 저

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미르치아 엘리아데(M.Eliade)도『종교의 의미』에서 말한

바 있듯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종교적인 삶과 태도를 지니

게 되는 정신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의 

기원에 대해 “인간은 시공을 관통하여 가시적인 우주의 기

원과 그 한계에까지 깊숙이 이르고자 하는 열망, 특히 물질

적 본질의 궁극적 근원과 살아 있는 물체의 원초적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억제하기 힘든 열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 어린아이가 직면한 근원적인 존재 

물음은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접했

을 때 머리를 건들자마자 딱딱한 관으로 오그라드는 달팽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직면한 존재의 물음은 J.해리슨의『고대 예술과 

제의』에 의하면 고대 인류에게 있어서도 종교의 제의와 신

화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지만, 그 존재 물음은 사회・경

제나 또는 엘리아데가 말한 것처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에 서구에서 새롭게 대두한 철학에 의하면 역사에 의해 제

한되는 것이다. 존재의 물음과 함께 탄생한 신화와 종교적

인 제의가 사회・경제나 또는 인간의 역사에 의해 제한된다

는 것은 어른이 된 한 인간이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서 타인을 바라보거나 또는 인간 중심에서 생명을 바라보

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bility of regarding at another outside of his material 

interest and of looking at life from man-centered 

perspective. According to Eliade, such idea alludes to 

the fact that “limitation of mythology and rituals to 

historical conditions doesn’t explain the existence of 

such mythology and rituals themselves.” 2

The question about existence is deeply interconnect-

ed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mythology and 

religion. In histor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 

shamanism, which is the original form of religion, is 

not a means through which to solve man’s questions 

about existence as noted in Eliade’s Shamanism, but 

is a tool for hunting in the primitive times as quot-

ed by H.W. Janson’s History of Art. In other words, 

Eliade states that when we trace back to the original 

form of sacred images in Western art history, there 

is a profound relationship between the sacred imag-

es and the religious rituals and shamanism. On the 

other hand, in Janson’s perspective, the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in both Eastern and Western art 

histories are nothing more than monumental memo-

rials that stand as the original form of human social 

economic activities. Such ideas, or the monument 

memorials of history accumulated in the framework 

of society and economy, are what Kira Kim defines 

as a ‘specter’ in his work.

Specter, Mythological and Sacred Objects

Kira Kim’s Specter series deconstruct mythological 

엘리아데에 의하면 “신화나 의례가 항상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신화나 의례의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나 또

는 어른이 된 성인이 직면한 존재 물음은 신화와 종교의 근

원적인 물음과 맞닿아있지만, 인간의 역사나, 사회・경제의 

관점에서 종교의 원형인 주술은 엘리아데가『샤머니즘』에

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존재의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Specters_Monster 11-W-009

Inkjet print on paper from collage, 195×151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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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cred images, creating grotesque, constant-

ly-mutating forms of specter. To the artist, mytho-

logical and sacred images do not transform the finite 

vulnerable man into complete and limitless being: 

rather, like obsession, they’re like specter that restrict 

and regulate the human life. Mythological and Sacred 

Objects (2012) and Specter series do not reject the 

original concept of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as proposed by Eliade; rather, they propose faith in 

fetish worshipping of mythological and sacred ob-

jects, and deconstruct and reconstruct the mytholog-

ical and sacred objects that appear in Western and 

Eastern art history. In other words, Kim’s work sig-

nifies the deconstruction of meanings in mytholog-

ical and sacred imag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within the cultural historical context based on society 

and economy. The ideas an individual gathers from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and objects from 

Western and Eastern art history vary, from ideas sup-

porting idol worshipping to Janson or Ernst’s ideas 

of art. Shamanism is a mere hunting tool according 

to Janson, and “a tool for art which contributes to 

the human domination over nature and developing 

of social relations”3 according to Ernst. Specter series 

reconstruct such opinions and thoughts one by one. 

The African primitive tribe figure hunting with a 

spear in his hand and standing on a sheep makes up 

the half of Specter, and the robust muscular male 

figure like a Greek god makes up the other half. The 

head of Specter is like the head of Hydra with nine 

snakes, consisting of images of Poseidon, Hera and 

other small heads. In other words, Specter series 

alludes to the accumulation of history and inner 

workings of humankind based on social economic 

framework. 

Portraying the individual life and consciousness 

confined within the cultural history based on social 

economic framework, the Specter images are the 

epitome of Kim’s body of works up to this point. The 

beginning of such works can be found in his 2002 

performance work titled 29th Floor, in which the art-

ist runs up to the 29th floor roof top holding a video 

recorder and throws the video camera over the rail-

ing. “Documenting and re-enacting the experience 

of someone committing suicide”4 by jumping off a 

high rise apartment—a symbol of the middle class in 

Korea— the performance portrays an individual who 

stands beyond the safety net of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and is forced to a dead-end. The Korean 

mentality drenched in consumerism is projected in 

29th Floor as well as in Government-Consumer-

Individual (2004), which reflects the government’s 

outlook on the individual as a mere consumer. Such 

outlook on Korean mentality is also suggested by “the 

bundle of outdoor speakers that signify the propa-

ganda government of Korea in the 70s, the cheap 

plants and pottery that portray the middle class 

longing for luxurious culture, and the various appara-

tus that endlessly alienate value systems and utterly 

flattens life.”5

Kira Kim’s solo exhibition Super Mega Factory in 

2009 most clearly illustrates the artist’s standpoint 

behind Specter series. Super Mega Factory presented 

a panoramic view of how anonymous individuals 

are being sacrificed and distorted by colossal orga-

nizations (totalitarian government or companies) 

that encourage international interests and ideas (or 

consumer culture). As demonstrated in Superman 

as American Hero, the superhero image today is just 

merely an idol created through consumer culture, 

and as portrayed in the work GAZA on international 

mass-media, such social economic idea thrives by 

victimizing the screaming man holding a child. As 

shown in African Mask, such totalitarian social eco-

nomic ideas sacrifice countless individuals under the 

name of enlightenment, or turn an individual into a 

이 아니라 H.W.잰슨이『서양미술사』에서 말한 것처럼 원시

시대에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양미술사에서의 종교적인 성상들은 그 기원을 거

슬러 오르면 엘리아데가 말한 것처럼 존재의 물음과도 같

은 종교적인 제의나 주술과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지만, 

잰슨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동양과 서양미술사에서의 신화

와 종교적인 성상이미지들은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의 원

형이 되는 기념비들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경제라는 틀로 

축적되어 온 그러한 역사의 기념비들 혹은 그러한 생각들

은 김기라 작가에게 있어서 일종의 스펙터(specter, 망령)

와도 같은 것이다. 

스펙터와 미술사의 신화와 성상이미지들  

김기라 작가가 새롭게 작업하여 보여주고 있는 <스펙터>

의 이미지들은 신화와 성상이미지들을 해체하여 흉물스러

운 형태, 다시 말해 형태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며 생성되는 

유령의 이미지들을 구축하고 있다. 신화와 종교의 성상들

은 그에게 있어서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인 인간을 무한하

고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강박관념

과 같이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조건지우는 망령과도 같은 

것이다. 신화와 종교의 성상들에 대한 해체와 재구축을 통

해 보여주는 그의 <스펙터>들의 이미지들은 엘리아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화와 종교의 성상들이 지니고 있는 

원형적인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세밀히 들여

다보면 그의 <스펙터>들의 이미지들은 신화와 종교의 성

상들이 지니고 있는 원형적인 개념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

니라 서양과 동양미술사에 나타난 신화와 종교의 성상이

미지들을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사회와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신화

와 종교의 성상이미지들의 의미들을 축적시켜 온 것을 해

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Something that we thought
2011, Colouring on Bronze

* Installation view at Doosan Gallery, Seou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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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wn regardless of the individual will. The mytho-

logical and sacred objects and Specter series expand 

to the innate human consciousness reflected in the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as an embodiment 

of the original human mind.

Comic Narrative Elements in Specter

Like a monster trespassing the human soul, Kim’s 

Specter images are as ridiculous and humorous as 

Jake and Dinos Chapman’s wooden sculpture of 

Australian aboriginals wearing white paint and eating 

hamburgers. The ridiculous and humorous elements 

in Specter images are a noticeable character that is 

also clearly apparent in Kim’s exhibition Super Mega 

Factory in 2009. Kim’s playfulness is fully demon-

strated in works like Great Deeds! Great Dead! (2009) 

in which a can robot hangs from a tree with a squir-

rel eating an acorn on its branch, or the work where 

Pinocchio perks up his ears and widens his eyes to 

what others say without even realizing that his head 

and arms have been cut off. Such obnoxiousness and 

playfulness is even more amplified in 20c Super He-

roes Monsters series where super heroes that should 

be brave and powerful are deteriorated like comic 

clowns. To sum up, the playful comedy and ridicu-

lousness that’s amplified in Super Mega Factory exhi-

bi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monstrates 

Kim’s creative approach. This is the general charac-

teristic of Kim’s oeuvre, except for some of his works 

including conceptual text works produced in 2009, 

and 29th Floor in 2002. On the other hand, the com-

ic and narrative meaning in Kim’s work in general is 

implicatively inherent in Specter images. Such comic 

element in Kim’s work functions as a link that con-

nects the artist and the public in the same position, 

providing an outlook through which the vulnerable 

public can confront the colossal systems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history with a levelheaded

but optimistic attitude.

Specter images clearly demonstrate and combine the 

elements of comedy and narrative structure of social 

economic cultural history—the two pivotal characters 

of Kim’s oeuvre so far. For example, the 2009 exhibi-

tion Super Mega Factory presented the two elements 

separately, demonstrating the comic qualities in 20c 

Super Heroes Monsters series and narrative structure 

in 20c Histories in which individuals are sacrificed 

within social economic structure. On the other hand, 

Specter images combine the synchronic qualities 

demonstrating comic character, and diachronic 

qualities demonstrating the narrative character. In 

other words, the comic aspect of Specter images 

provides the ordinary individual with unyielding 

strength to confront the colossal social economic 

structure, while the narrative element explores the 

internal consciousness of man deeply rooted in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Specter images dissolve 

at once, all things that prevent the artist from seeing 

한 개인이 작가에게 있어서 서양과 동양의 미술사에 나타

난 신화나 종교의 성상이미지들을  통해 축적해 온 의미들

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술은 사냥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

과하다고 해석하는 잰슨의 관점이나 또는 “예술이 주술적 

도구로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

키는 데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에른스트 피셔의 관점을 역

사적인 시간을 통해 축적시켜 온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

한 시각은 김기라에게 있어서 <스펙터>의 시리즈물들 중

에서 원시미술의 사냥하는 이미지와 그리스 조각상의 이

미지들을 해체하여 하나의 조형이미지로 재구축하는 모습

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스펙터>의 이미지는 한 발과 몸

통의 한쪽 부분은 양의 등을 밟고 창을 들고 사냥을 하는 

인물을 콜라주하고, 또 다른 발과 몸통은 운동으로 근육이 

발달된 강인한 남성의 몸을 통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의 모습을 재현한 그리스 조각상을 콜라주하여 형태를 구

축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는 포세이돈과 헤라의 조각상들

이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히

드라와 같이 그 밖의 작은 두상들이 머리와 얼굴 전체의 이

미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스펙터>의 시리즈

물의 이미지들은 한 인간이 사회・경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

사를 통해 축적시켜온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그러한 괴물, 

망령과 다르지 않음을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펙터>의 시리즈물은 작가가 사회・경제 구조를 반영하

는 한 개인의 삶의 모습과 의식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동안

의 작업들의 극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작

업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은 2002년에 비디오 캠코더를 들

고 계단을 통해 29층 옥상까지 힘겹게 뛰어올라가 난간 너

머로 캠코더를 던지는 <29층>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다. 그 퍼포먼스는 한국의 서민층으로 대변되는 고층아

파트에서 “아래로 몸을 날려 자살하는 이의 어떤 시점을 

그대로 기록, 재현”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의 구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막다른 길목에서 선 한 개인의 의식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한 작업은 <정부-소비자-개인, 2004>

의 시리즈물의 작업에서 국가에게 있어서 한 개인이란 소

비 주체에 불과한 것이라는 시각과 “70년대 한국의 프로파

갠더 정치를 연상케 하는 한 묶음의 야외 스피커들과 중산

층의 고급문화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싸구려 분재와 자

기들,.....끝없이 가치를 소외시키고 삶을 평면적으로 바꾸

어 놓은 다양한 장치들”에서 보여주듯이 소비문화에 젖어 

있는 현대 한국인의 의식을 투영하고 있다.      

<스펙터>의 시리즈물의 관점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

는 것은 2009년도의 <Super Mega Factory>의 전시이

다. 그 전시는 무명의 개인들이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이념

(또는 소비문화)을 조장하는 거대한 조직들(전체주의 국가

나 기업들)에 의해 희생되고 왜곡되어 가는지를 하나의 파

노라마와 같이 연출하고 있다. <Superman as American 

hero>에서 보듯이 현대의 영웅 이미지는 소비문화를 통

해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며, 그러한 경제・사회의 이념은 

<GAZA on international mass-media>에서 보듯이 어

린아이를 팔로 부여 않은 한 남성의 외침을 희생양으로 하

여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경제의 이념은 

계몽주의의 이름아래 수많은 개인을 희생시키거나 또는 

<African Mask>에서 보듯이 한 개인을 그의 의지와는 상

관없는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만드는 전체주의와 닮아 있

는 것이다. <스펙터>의 시리즈들은 인간의 원형적인 정신

을 내재하고 있는 신화와 종교적인 성상이미지로 확장하

여 그러한 인간의 의식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A Lost Article in Our Mind
Mixed media installation, size variable, 2012

(Installation view at Doosan Gallery, Seou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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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existence clearly, including everything the artist 

has learned through social customs and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history he has accumulated by 

travelling throughout London, New York and China. 

This is very similar to the symbolic structure of Sha-

manism, which, according to Eliade, “symbolizes the 

temporal man being born into a new person through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6

The Original Form of Mythology and the Sacred 

through Metaphor

As evident in Specter series, Common Good_Climb 

Every Mountain! has narrative and comical elements, 

with overall metaphorical qualities. In Kim’s work, 

comic and narrative elements deconstruct an individ-

ual’s inner world built up through mythological and 

sacred icons within social economic structure. On 

the other hand, Kim’s metaphorical approach directs 

at the original state of mythology and the sacred, as 

evident in the series Mythological and Sacred Objects 

(2012) and Drawing (2011), installation A Lost Article 

in Our Mind (2012), and sculpture Something That 

We Thought (2011).

To the artist, Mythological and Sacred Objects (2012) 

is the original source for Specter images, demon-

strating the traces of the artist’s long-term medita-

tion on the original fountainhead of the human soul. 

The Mythological and Sacred Objects (2012) installed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are things the artist 

has collected through his sojourns in England, Ger-

man, China and India in the period of over ten years. 

The objects have an anthropological feel with some 

of them as old as 400 years. The delicate and exqui-

site craftsmanship in different styles using different 

materials such as wood, metals and ivory, demon-

strate the unique ethnic characteristics of each coun-

try. The objects combine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from European and African countries includ-

ing Egypt, France, Italy, Russia, Germany, England 

and Greece, as well as from Easter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Tibet, India and Indonesia. Present-

ing the temporal progression of mythology and the 

sacred from all over the world, the work illustrates 

an overall glance on the cultural flow of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To Kim, however, the sacred objects are nothing 

more than craft works produced as a result of each 

country and period’s reflection on their own ideas of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 rather than suggest-

ing the original world of man. The objects are han-

dled like antiques with time, becoming nothing more 

than objects that reflect the monetary desires of man. 

서사와 희극적 요소를 혼합한 <스펙터>의 이미지들

한 개인의 영혼을 잠식하는 괴물 같은 김기라의 <스펙터>

의 이미지들은 컴퓨터 스크린의 아이콘과 같이 작은 크기

로 축소하면 그 이미지들은 오스트리아 원주민들이 백인

과 같이 하얀 분칠을 하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 제이크 앤 

디노스 채프만 형제들의 목조각상과 같이 우스꽝스러우면

서도 익살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다. <스펙터>의 이미지들

에서 드러나는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형태들은 2009

년도의 <Super Mega Factory>의 전시에서도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Great deeds! Great 

Dead!, 2009>라는 작품에서 깡통 로봇은 나무에 묶여 있

지만 그 위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고 있는 장면이나, 

또는 피노키오가 자신의 머리와 팔이 잘려진지도 모르는 

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은 둥그

렇게 뜨고 있는 모습은 김기라의 장난기가 가득한 특징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c Super Herose Monsters 

(series)>의 시리즈들은 강인하고 씩씩해야 할 슈퍼 영웅

들이 우스꽝스런 광대와 같이 망가진 모습으로 드러내며, 

그만의 익살스러움과 우스꽝스러운 특징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2009년도의 <Super Mega Factory>의 

전시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나타난 장난기 어린 익살

과 우스꽝스러움은 김기라의 전시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김기라의 창작의 태도

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9년도의 글자로 쓴 개념미술의 작업들과 <2002>년도

의 <29층>을 비롯한 일부 작업들은 그러한 익살스러움과 

우스꽝스러움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스

펙터>의 이미지는 김기라의 작품의 전반에 흐르는 희극성

과 서사적인 의미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코드를 함축적으

로 내재하고 있다. 김기라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희극성은 

작가와 대중을 동일한 입장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고리

가 되며, 그러한 고리는 나약해 보이는 일반대중이 거대한 

사회・경제・문화사의 체계를 냉철한 시선과 낙천적인 정신

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선을 부여하는 것이다. 

<스펙터>의 이미지들은 그동안의 김기라의 작품들을 이끌

어 온 두개의 축인 희극성과 사회・경제・문화사의 서사적

인 구조들을 선명하게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그

것들을 하나의 작품 체계로 융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

어 2009년도의 <Super Mega Factory>에서 <20c Super 

Herose Monsters (series)>의 시리즈들에서 보여주는 희

극적 성격과 ‘20세기 역사화’들에서 보듯이 사회・경제 구

조에서 희생되는 인간의 모습을 서사적인 구조를 통해 보

여주고 있지만, <스펙터>의 이미지들은 그러한 두개의 축

들, 희극적인 성격을 통해 보여주는 공시적인 특성과 서사

의 성격을 통해 보여주는 통시적인 성격을 하나로 통합하

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펙터>의 이미지들에서 나타

난 희극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범한 한 인간이 거대

한 세계의 사회・경제 구조와 대면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

이 결코 퇴색하지 않을 힘을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사성은 사회・경제의 구조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인

간의 내면의 의식들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다. 즉 <스펙

터>의 이미지들은 작가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회 전통을 통

해 배워온 모든 것들과 런던과 뉴욕, 중국 등의 각지를 돌

Specters_Monster 11-W-006

2011, Inkjet print on paper from collage, 195×151cm

Specters_Monster 11-E-026

Inkjet print on paper from collage, 195×151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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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desires cannot trace the fundamental origins 

of man; rather, they confine man to the confinement 

of money, like Specter that trespasses man’s inner 

world. Therefore, to the artist, such objects are sim-

ilar to the fake diamonds, gold and pearls in A Lost 

Article in Our Mind (2012) that sparkle and seem real 

in light.

While Specter series breaks down the human heart 

constructed through mythological and sacred im-

ages, the drawing series and the installation works 

Objects of Mythology and Sacred Image (2012) and 

A Lost Article in Our Mind (2012) remind us of the 

fundamental drive in our childhood which used 

to excavate and explore into the origins of things 

through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In other 

words, Common Good_Climb Every Mountain! is a 

metaphor of the original world of mythology and the 

sacred as not something external, but as something 

internal. Like Eliade stated, “Treasure, found in the 

deepest corner of ourselves, rules over our lives with 

warmth, providing life and warm energy.”

For Kim, Common Good_Climb Every Mountain! is 

like a turning point of consciousness which expands 

and interprets the human psychological condition, 

from the stance of economic structure to a religious 

realm. Through the exhibition, Kim steps aside from 

his previous standpoint that saw man as an op-

pressed being within social economic structure, to 

metaphorically suggesting that what restricts man to 

social economic structure is man himself. This exhi-

bition brings together the artist’s oeuvre in the last 

10 years, proposing his questions about the human 

existence, which he has questioned since childhood, 

through humor, narrative and metaphor. The artist 

believes that one reaches an original world beyond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history when they hold 

fast onto their original will, despite the power of so-

cial economic cultural history. Common Good_Climb 

Every Mountain! consists of humorous elements—a 

Pop Art character that brings together the artist and 

the audience in the same position— through Specter 

series and drawing works. The exhibition also com-

bines narrative elements in works like Mythological 

and Sacred Images (2012) and A Lost Article in Our 

Mind (2012), striving to explore human existence 

beyond the limits of human consciousness based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history. The exhibition 

is a pivotal point which presents a new consciousness 

on man and hi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history. 

Finally, the exhibition signifies Kim’s future endeav-

ors to explore deeper into the far ends of human 

consciousness.

   

1  M.Eliade,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Trans. Park Gyu-tae, 
(Seoul: Seogwangsa, 1990), p71.

2 Ibid, p86.

3  Ernst Fischer, The Necessity of Art: A Marxist Approach, Trans. Kim Seong-gi, 
(Seoul: Dolbaegae, 1984), p51.

4  Yoo, Jin-sang, Kira in Wonderland: Super Mega Factory , (Seoul: Kukje Gallery, 
2009), p52.

5 Ibid, p53.

6  M. Eliade,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 Trans. Park Gyu-tae, (Seoul: 
Seogwangsa, 1991), p41

아다니면서 축적시켜 온 경제・경제・문화사의 모든 것들

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없는 것들을 

일시에 해체하는, 엘리아데식으로 말하면 “속세의 인간이 

‘해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

는” 샤먼들의 입문적인 의식 형태의 상징적인 구조와도 닮

아 있는 것이다. 

<스펙터>의 이미지들은 김기라 작가에게 있어서 사회・경

제・문화사를 넘어서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

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경제・문화사를 넘어서 인간

의 의식에 대한 탐험을 계속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써 인간의 의식이나 생명력이 사회・경제・문화사를 넘어서

는 근원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음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

며, 그러한 자각은 평범한 한 인간이 사회・경제・문화사를 

넘어서 자신과 다른 문화에 있는 ‘타자’나, 또는 인간이외

의 생명들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로

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주는 것이다. <스펙터>의 이미지

는 희극적인 요소를 통해 작가와 일반 대중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아트의 성격을 내재하면서도 사회・경제・문화사를 

넘어서, 즉 서사 너머의 인간 존재의 근원을 규명하는 내용

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스펙터>의 이미지는 

김기라 작가에게 있어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회・경제・문

화사를 바라보는 태도를 읽을 수 있으며, 사회・경제・문화

사를 너머로의 인간의 의식을 탐험하게 하는 하나의 신호

탄과도 같은 것이다.

GOD 4GIVES U BUT I DO NOT
2012, LED text sculpture, variabl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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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view from solo show, “Common Good _ Climb every mountain!” at Doosan Gallery, Seou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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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view from solo show, “Common Good _ Climb every mountain!” at Doosan Gallery, Seou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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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considering projects on spector

Water colour on paper and mixed media, 2011
(Installation view at Gallery Absinthe, Seou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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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ers_Monster 11-H-001

Inkjet print on paper from collage, 195×151cm, 2011

Specters_Monster 11-H-002

Inkjet print on paper from collage, 195×151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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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ers_Monster 11-W-008

Inkjet print on paper from collage, 195×151cm, 2011

Specters_Monster 11-E-023

Inkjet print on paper from collage, 195×151cm, 2011



50

Spectacle between Play and Display

Sun-young Lee

Art Critic

놀이play와 연출display 사이에 펼쳐진 스펙터클

이선영

미술평론가

As the title states, well-organized structure of white 

cube is transformed into a Super Mega Factory. Reg-

ularity and purity of a typical white cube is presented 

as heteropia of juxtapositions that cannot coexist 

on a flat, level surface. Several galleries filled with 

kaleidoscopic and mirage-like images appear once 

a viewer walks past bright neon lights at the en-

trance of the gallery. The exhibition itself i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paces, opening up a number of 

platforms where different levels of spectacle are por-

trayed, ranging from light entertainment to imposing 

“fine art.” The viewer will be lead astray as objects 

and images pour out excessively in lieu of art. The 

audience will have to reconsider the significance 

of objects and symbols initially overlooked, and in 

이번 전시에서 잘 정돈된 화이트 큐브는 전시부제 그대로 

‘Super Mega Factory’가 된다.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가 

내포하는 공간의 균질성과 순수함은 한 평면에 공존하기 

힘든 이질적 장소들이 병치된 헤테로피아로 변모한다. 갤

러리 입구부터 네온사인으로 번쩍거리는 간판을 통과하면 

신기루나 만화경 같은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다양한 장소

들이 등장한다. 세 개의 공간으로 구별된 전시실은 가벼운 

오락물부터 묵직한 ‘파인 아트’ 컬렉션에 이르는 여러 차원

의 스펙터클이 펼쳐지는 장이다. ‘예술’을 대신한, 과도할 

만큼 많은 사물과 이미지들의 쇄도 아래에서 관객은 종종 

길을 잃을 것이다. 김기라가 연출한 무대들은 길을 잃어가

면서 길을 찾아가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도 뒤통

수를 잡아끄는 인력에 의해 방금 지나쳐온 사물과 기표들

의 의미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 밖에도 많은 이

중성이 있다. 어지러운 공간적 유희 가운데에서도 길을 찾

아가는 보이지 않는 실 꾸러미가 존재하고, 익숙하고 편안

한 내용과 형식들에서 낯설고 불편한 사실과 진실들이 드

러난다. 수많은 곳에서 발췌한 문화적 코드에는 그것들을 

관통하는 권력의 자기 동일성이 숨어 있다. 몰아치는 기표

들은 아우성 속에서도 침묵하며, 침묵 속에서도 나지막이 

발언한다. 예술적 순수주의에 대한 거식증은 문화적 폭식

증을 낳았으나, 그렇게 해서 총동원된 것들은 다시금 예술

화된다.

1층과 1층 전(前)실이 대체로 대중문화의 코드로 채워져 있

다면, 2층은 고색창연한 예술적 코드가 관통한다. 그러나 

기존의 것으로부터 인용하거나 전용하는 전략이나, 구성요

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없이 수평적 컬렉션의 형식을 가

진 점은 공통적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이

중의 수식어(슈퍼, 메가)가 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라는 점이 강조된다. 자연이 아닌 인위적으로 생산된 현실

에는 조절과 조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거

시적인 차원이든 미시적인 차원이든 권력에의 의지가 관

통한다. 김기라의 작품은 거대한 공장으로 치환된 현실에

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화두로 던진다. 그

러나 그의 작품들은 이러한 식의 주제가 쉽게 경도되곤 하

는, 잘 정돈되고 이성적인, 요컨대 계몽주의적인 어법이 아

니라, 어지러운 현실에 어지럽게 대응하는 동종요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관객들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기표의 홍

수들에서 작품의 메시지를 각자 알아서 챙겨가야만 할 것

이다. 전시장들은 일종의 자본주의의 축소모델 같은 것이

기는 하지만, 현실이 모델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

원이 삭제되거나 첨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작가의 독창

성은 전대미문의 내용이나 형식의 발명에 의해서가 아니

라, 이미 존재하지만 분명치 않았던 차원의 발견에 필수적

인 징후적 순간들에 놓여있다. 

order for the viewer to find their way around the 

exhibition, he/she must first lose their way around 

different spaces devised by Kira Kim. Even amidst 

various amusements found in this extravagant space, 

an invisible thread links the galleries together; re-

vealing an unfamiliar and uncomfortable reality and 

truth hidden under an outwardly familiar and com-

fortable surface. Many dualisms exist in these spaces. 

Moreover, cultural codes extracted from a wide range 

of sources contain underlying messages of hidden 

authority based on self-identity. Though these over-

flowing symbols remain silent in the hubbub, they 

utter softly in silence. Anorexia of artistic purism 

may have led to cultural bulimia, but its outcome is 

made artistic once more. 

Galleries on the ground floor are mostly filled with 

cultural codes of the masses, whereas venerable 

artistic codes permeate the gallery on the second 

floor. A common thread linking the two galleries is a 

strategy of referencing or appropriating preexisting 

sources and forming a linear collection without an 

organic relationship of constituent elements. More-

over, we are constantly reminded that we are con-

fronting objects made in a “factory” – or more spe-

cifically, a factory defined by two qualifiers, “super” 

and “mega” in this case, emphasizing the production 

aspect. Reality that is artificially produced can only 

be realized through modulation and fabrication and 

hence there is a dependence on either macro or 

micro-power. Kira Kim’s work proposes a question of 

what is consumed and created in a substituted reality 

Superman as American hero 20c Super Heroes_Monsters (series)
Oriental painting on wooden sculpture, 

max. dimensions h50×w50×d30cm ea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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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전실 입구에 있는 작품 [위대한 업적을 위하여]는 꼬마 

권투 선수가 다운당하는 장면을 담은 조각이다. 그것은 끊

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얼룩질 인생에 대한 축약이기도 

하지만, 각종 ‘슈퍼’와 ‘메가’와 대결해야 할 관객이나 작가

의 입장이기도 할 것이다. 어린 권투선수에서 보이는 비극

적인 정조는, 작품 [20세기 슈퍼 히어로즈_Monsters]에서 

반전된다. 잠시 감상에 빠진 관객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양

한 형태와 색채가 조합된 희화적인 두상들이 떼 지어 놓여

있다. 컬렉션처럼 장식장에 안치된 스무 개의 두상들은 20

세기 대중문화에서 활약한 영웅들에서 발췌하여 만든 또 

다른 괴물이다. 슈퍼맨이나 배트맨같은 대중문화의 영웅들

은 그자체가 이미 괴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작가는 

이들을 분해하여 더욱 과도하게 뒤섞는다. 한 도상에 6-7

개의 캐릭터가 짬뽕된다. 헐크의 침과 아메리칸맨의 날개, 

베트맨의 뾰족 귀 등이 합성되는 식이다. 괴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구멍들로 연결된다. 이러한 조립을 통해 손쉽게 

다른 괴물로 바꿀 수 있다. 이 괴물들은 육체의 구멍들이 

무차별적으로 연결되고 접속되는 카니발의 분위기를 가지

고 있다. 미하일 바흐친은 카니발의 기괴한 육체가 불순하

고 불균형하고 직접적이며 구멍 뚫린 물질적 육체를 가지

며, 이러한 점에서 카니발의 육체는 고전적인 육체와 대조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다음 전시실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의 

축소판이 잠시나마 세계의 전도를 도모하는 카니발과 달

리, 그것의 흉내내기에 불과한 놀이동산의 수준이라 할지

라도, 범주의 경계를 흐리는 금기 위반의 행위에 내재된 위

험한 요소가 무화되지는 않는다. 원시 목 조각을 연상시키

는 형태들은 현대를 주름잡는 괴물들이 원초적이고 신화

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신화적인 조작이 그러

하듯, 작가는 개체의 자기 동일성을 이루는 요소들을 가지

고 레고 블록처럼 놀이하면서 영웅들의 실체를 해체한다. 

작품 [위대한 업적!! 죽음으로!!]는 전쟁의 참상을 그린 고

야의 작품을 인용한다. 참수, 사지절단, 거세로 물들어 있

는 잔혹한 장면을 양철인간, 피노키오 머리, 희생을 강요당

한 아이의 모습이 새겨진 조각으로 바꾼다. 여기에는 전쟁

이 약자를 희생시킨다는 기본적인 메시지 외에, 덧붙여진 

것이 또 있다. 끔찍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회화를 아이들

이 흔히 접하는 동화나 우화로 변화시키면서, 상시적으로 

of a massive factory. Yet, his works are not based on 

a well-organized, rational and directed enlightened 

language but rather it materializes as a form of ho-

meopathy in response to a dizzying reality. Viewers 

must independently sort through excess of symbols 

instilled in the work. Furthermore, exhibition spaces 

are a type of scaled-down model of capitalism. But 

in order for reality to be adapted into a miniature 

model, something must be taken out or added. In 

addition, the artist’s creative acts are not based on 

contents of historical texts or a type of discovery but 

indispensible and symptomatic moments of discov-

ery of elements that has preexisted but was unclear 

until now.

Artwork at the gallery entrance A Floor portrays a 

junior boxer being knocked out. It depicts an endless 

struggle to overcome countless challenges in life but 

it also represents the stance that the audience and 

the artist must take in confronting various “super” 

and “mega” of the world. However, this melanchol-

ic atmosphere set by the young boxer is instantly 

inverted upon entering the gallery. As if to ridicule 

a viewer who had been admiring the work, an as-

sortment of painterly busts of different shapes and 

colors are grouped and presented together as 20th 

Century Super Heroes_Monsters. Twenty busts are 

enshrined in adjoining cabinets to form a collection. 

These busts embody an entirely unique set of mon-

sters created using elements of 20th century pop 

culture heroes. Although heroes of popular culture 

such as Superman and Batman inherently have 

monster-like elements, Kim takes these elements to 

exaggerate and dissect them and to mix them up. 

The artist combines elements of six or seven char-

acters to create another new monster. For instance, 

Hulk’s saliva, American Man’s wings, and Batman’s 

pointy ears maybe all combined together to form a 

single bust. These constituent elements of a monster 

are connected via holes. That is to say, the busts can 

be formed via plug-and-play and with this structure 

of assembly; one monster can be easily morphed 

into another without discrimination for what ele-

ments are plugged in or where. Thus, holes on the 

body of monsters suffuse a carnival-like atmosphere. 

As Mikhail Bakhtin stated that grotesque body of a 

carnival is impure, unbalanced and direct; it mani-

fests as a physical body with holes. Like so, it can be 

said that the body of a carnival can alternate with a 

classical body.

The next gallery officially presents a miniature mod-

el of capitalism using elements that are different to 

those that form a carnival. Perhaps it merely meets 

the level of an amusement park that imitates a carni-

val, but dangerous elements contained in the act of 

violating a taboo that blurs the boundaries of class 

is not completely neutralized. In reference to works 

in the previous gallery, works resembling primitive 

wooden sculptures remind the viewer that promi-

nent monsters of contemporary era have primitive 

and mythological elements. And like mythological 

constructs, identities of heroes are also constructed 

using various elements. The artist then plays with the 

elements that form the identity of heroes as if they 

are Lego blocks that can be disassembled. The work 

Great Deed!! Great Dead!! borrows Goya’s paintings 

full of cruel images of beheading, amputation of the 

limbs, and castration to create a sculpture of a Tin 

man, decapitated and beheaded Pinocchio, and a 

victimized sacrificial child. Aside from a basic mes-

sage conveying that wars victimize the weak, Kim 

points to frequent wars in the world by transforming 

a terrible historical painting into a sculpture based 

on common children’s fairy tales and fables. Here, 

the artist has depicted and transformed hot wars that 

originally take place in specific battle grounds into 

a cold war that takes place in our everyday. Charac-

Great Deeds Against The Dead by Jake and Dinos Chapman (1994)

Great Deeds Great Dead
Plate 39 from The Disasters of War 1810-1820 (first pub. 1863)
by Francisco Goya

African mask

Captured image from 20th Century Fox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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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전쟁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전쟁터

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전쟁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가운 

전쟁으로 변모했다. 죽임을 당한 이들은 모두 인간(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캐릭터들로, 이들은 일찍이 죽음을 맞는다. 

그것은 어른으로 대변되는 인격적 성숙을 차단 — ‘키덜트’

로 범주화되기도 하는 — 하는 자본주의 문화의 유치증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석되든 이러한 우화는 19세

기의 리얼리즘 못지않은 잔혹극 속의 현실을 가리킨다. 

전실을 지나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스펙터클로서의 선전

도시’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공간의 반 정도가 극장으로 

연출되었고 전실에서 이어지는 사인 작업들이 벽면을 장

식한다. 자본주의적 현실을 압축적으로 재현한 듯한 이 미

니 도시는, 소비문화의 성전으로 가득한 현대 도시 자체가 

이미 이미지와 메시지로 가득한 스크린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쇄도하는 메시지의 수신자들은 곧바로 소비자로 간

주된다. 그들은 문화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소비함

으로서 온통 문화로 포장된 자본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질

서를 내면화한다. 20세기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헐리웃 영

화사의 로고가 숫자만 하나 덧붙은 채, 만들어지자마자 낡

아버린 기념비처럼 서 있고, 양철 인간이 멜랑콜리한 표정

으로 조악한 극장 간판을 내려다본다. 가건물처럼 만들어

진 극장은 실제의 경험을 대체하고 그자체가 보편화된 코

드로 유통되는 되는 현실을 다룬다. 광고판에는 ‘이 시대 

최고의 행복한 세상이 열린다’, ‘we are the one’, ‘하나가 

아니라면 죽어도 좋다, 세상이 변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 

등등의 메시지가 써 있다. 작가는 문화의 대량 소비가 이루

어지는 ‘신기루 궁전’같은 장소를 다소간 썰렁한 방식으로 

소격시킴으로서, 각지의 인간들을 지구촌의 세계시민으로 

만들고, 소비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경험을, 그리고 생산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경쟁을 낳는 ‘하나’의 실체를 드러내려 

애쓴다.

헐리웃의 영화자막은 발췌 변형되어 조각으로 만들어져 

극장에 설치되고, 이 조각은 다시 영상에도 등장한다. 발췌

한 이미지를 조각으로, 이를 다시 영상으로 변모시키면서, 

기표의 변화무쌍한 존재방식도 드러낸다. 극장 안에서 상

영되는 작품 [universal experience]는 1분 30초 분량의 

3D 애니매이션으로, 로고 뒤의 지구가 폭발 직전이다. 축

ters in this sculpture are those who had dreamed of 

becoming human (adult), but in this sculpture, they 

meet an early death. Here, the artist is also referring 

to infantilism – also called “kidult” in a capitalist 

culture, an impediment of moral maturity that sub-

stitutes adult development. But however this work is 

interpreted, these kinds of fables allude to a sense of 

reality in 19th century Theater of Cruelty.

In the next gallery, “a propaganda city of spectacle” 

is portrayed. Approximately half of the gallery is 

staged as a theater and the other half of the gallery 

is decorated with sign works, similar to those seen at 

the gallery entrance and outside. Presented mini city 

resembles a model of a contemporary city, assuming 

a compressed reality of capitalism. This represen-

tation reveals that contemporary city is a sanctuary 

for images and messages of consumer culture. Fur-

thermore, recipients of these copious messages, i.e. 

viewers, are immediately reckoned as consumers. 

However, in the process of consuming culture, they 

also internalize and hide capitalistic politico-eco-

nomic system in a package labeled culture. Sculpture 

in this gallery depicts the logo of a Hollywood film 

company that has dominated 20th century mass 

culture with an alteration of a single digit. The sculp-

ture stands alone like an abandoned commemorative 

statue with a Tin man looking down on this logo 

with a melancholic expression. Moreover, a crude 

theater signboard leads the viewer into the makeshift 

theater. This theater, constructed as a substitute for a 

real theater, conveys the idea of reality that is accept-

ed by the masses through certain generalized codes. 

For example, the advertisement signboards read: 

“The happiest moment of this century begins”, “We 

are the one”, “We will always be together, We will 

remain one even if the world changes”, etc. By alien-

ating this space of mass consumption as a Palace of 

Mirages, the artist attempts to convert individuals 

from all over the world into world citizens of a global 

village, and reveal the truth of “one” as an outcome 

of universal experience and competition – from both 

a consumer and production standpoint – in a rather 

sarcastic manner.

Hollywood film subtitles are selectively transformed 

into sculptures and installed in the theater. These 

sculptures then re-appear in the film. In the act of 

transforming a select image into sculpture then again 

into film, the artist reveals various ways in which we 

encounter symbols and images. Video work enti-

tled Universal Experience screened in the theater is 

a 3D animation of approximately 1 minute and 30 

seconds. The film portrays an image of earth behind 

a logo at the moment of earth’s total destruction, 

and the fireworks portrayed in the film allude to a 

worldwide war rather than a festival. Modified intro 

of the movie Star Wars in Kim’s work is only fol-

lowed by a dark screen. Thus, audience is lured in 

as if something grand will appear, but nothing fol-

lows. Here, the work implies vanity and emptiness of 

entertainment. Entertainment is not extraordinary or 

different, there is no actuality; entertainment is only 

created by using tools of exaggeration in the interest 

of conveying propaganda messages and to target the 

consumer’s wallets. Neon sign titled WE ARE THE 

ONE and I LOVE U sign made of more than 160 LED 

lights borrow common and overly used advertising 

expressions of a consumerist culture as well as a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 These expressions place 

human universal values in words such as “one” or 

“love” so that our preferences can be unified as “one” 

and to “love products” in order to sustain an infinite 

cycle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Break of this 

cycle would be reckoned as a disaster comparable to 

a natural disaster. Just as haven, hell signifies red hell 

if one does not have money and white haven if one 

has money in a capitalist society; the artwork unifies 

Socialism sculpture

Time square, NY

Utsunomiya Taro (1861-1922), Japanese army officer, A slaughterer in Korea 
(the Japanese Empire occupation period), 1919

The Raft of the Medusa, 1818–1819 by 
Théodore Géricault

Guernica, 1937
by Pablo Picasso

Vanitas still life, 1630
by Pieter Claesz (1596/1597–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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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폭죽 대신에 전지구적 차원의 전쟁이 예시된다. 영화 

스타워즈 도입부 장면까지 동원된 영상 뒤에는 암흑만이 

펼쳐진다. 굉장한 무엇이 등장할 것처럼 관객을 유혹하지

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오락의 허무함

이 드러나 있다. 실체가 없기에, 그리고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에 과장될 수밖에 없

는 선전의 메카니즘이 싸인 작업을 통해 전달된다. 네온싸

인으로 만들어진 [We are the one]과 160개 이상의 LED 

전구로 만들어진 [I love u]는 흔해빠진 광고문귀의 형식

을 빌림으로서, ‘하나’나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를 변형시킨다. 사실 그것은 소비사회에 필요한 메시지이

자, 전체주의적 정치질서에도 통용되는 메시지인 것이다. 

취향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흥행이 안 되고, 상품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무한한 생산과 소

비의 주기가 끊어지고 만다. 그것은 천재지변 못지않은 재

앙으로 간주된다. 모든 다양한 존재를 소비자라는 단일한 

코드로 환원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붉은 색의 

지옥이, 돈이 있는 하얀색의 천국이 열리는 작품 [HAVE N 

HELL]처럼, 자본의 이익이라는 동일성의 질서에 동화되

지 못하는 타자들을 배제한 슬로건들로 가득 차 있다. 

2층은 ‘권력으로서의 방’으로 연출되었다. 2층으로 올라가

는 계단참에 걸린, KKK단을 연상시키는 흰 두건을 쓴 초

상은 우리 근대사에서 학살사건을 주도 했던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를 죽이는 캐릭터를 상징한

다. 이 작품으로부터 연결되는 2층의 전시장은 황금빛 액

자 안에 안치된 고색창연한 회화적 양식에 의해 근대를 지

배했던 좌우익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나열한다. 조각은 물

론 역사화, 정물화, 인물화, 그리고 자수 작품까지 두루 구

색을 맞춘 전시장은 자못 미술관 분위기를 회복하는 듯하

지만, 내용물은 여전히 코믹하고 키치적이다. 소조에 대리

석 가루를 뿌려 완성한 [성 히틀러 상]은 히틀러가 성모상

으로 변장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선악

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종교와 파시즘의 내연관계를 파헤

친다. 마르크스, 엘리자베스 2세, 히틀러 등 좌우익은 물론 

봉건체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줄줄이 호출되어 심하게 

얻어터진 모습으로 코믹하게 변형된다. 여러 양식과 시대

가 공존하는 이 역사적 인물들은 현실감을 가지기 보다는, 

매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가필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all kinds of existence under a single identity of a 

consumer. In effect, the gallery is filled with slogans 

that exclude outsiders who cannot be assimilated 

under a unified identity of a consumer.

Gallery on the second floor is staged as a “room of 

authority”. The first work the viewer encounters is a 

portrait of an unknown figure wearing a white hood, 

reminiscent of the KKK. The portrait is based on 

a real person who initiated a massacre in modern 

history and this work symbolizes murder of minori-

ties in society. Beginning with this work, the gallery 

on second floor shows an array of figures represent-

ing left and right of fascism and imperialism who 

played domineering roles in modernity, portrayed as 

traditional paintings encased in gold-colored frames. 

Although this collection of sculptures, embroidered 

works, and historical, still-life and portrait paint-

ings seems to resembles a museum-like exhibition, 

contents of the work remain comic and kitsch. The 

work Hit-lmaria as a continent of history presents a 

heinous image of Hitler disguised as a Virgin Mary 

statue. Sprayed with marble powder, this sculpture 

unmasks a parallel relation of religion and fascism 

– two ideologies that clearly polarize good and evil. 

Moreover, figures representing left and right, such as 

Marx, Queen Elizabeth II, Hitler, among other indi-

viduals who symbolize feudalism are presented in 

a comical fashion as if they had been badly beaten. 

These historical figures of differing contexts and time 

periods are forced to coexist in the gallery. They are 

not depicted realistically but they are interpreted 

distinctly according to each time period and in doing 

so, emphasizes fictive re-representation of historical 

individuals. 

Large-scale paintings in this gallery include Histor-

ical Paintings of the 20th Century, painted in 2009, 

a historical painting in the same manner as portrait 

paintings, incorporating a combination of time and 

space. Kim creates paintings that layer scenes of war 

and massacre in the Middle Eastern region, apply-

ing composition of master painters such as Goya, 

Delacroix and Picasso who have all painted images 

of war or disasters. Massacre of the West_Beautiful 

Victim depicts tragic wars of the western 20th centu-

ry. These wars began in the interest of enforcing and 

introducing a unique capitalist system into previous-

ly untainted regions. The underlying message in this 

work is that capitalism, in aiming for universality has 

brought about a dangerous collision and formation of 

another fundamentalism. The work St Kira as killed 

on Super animals is an adaptation of the beheaded 

St John’s portrait which has been painted using the 

artist’s own face. Through this work, the artist now 

joins the ranks of other “beautiful victims”. Kim 

insinuates his own current worldview by borrowing 

the mask of a beheaded saint. Although appropriated 

images are depicted as solemn oil paintings, in-

scribed text highlights the work as if it is a hot news 

item. Overall, these historical paintings represent 

teachings in history that one must never forget, but 

these teachings are quickly buried under the flood of 

newer news. They are quickly forgotten. Moreover, 

our the pages of our newspapers combine tragic 

events around the world with idiotic and insignificant 

amusements, revealing an unwitting juxtaposition 

attributed to public media’s even more dangerous 

massac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contemporary society 

is engaged in an everyday cold war, and that fre-

quent hot wars – where real blood is shed – is part 

of a “dangerous society”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mong various sculptures and paintings that fill the 

space, embroidered work entitled historical UN as a 

flag appears rather foreign. Surface of the fabric is 

covered in bay leaves, and the earth is portrayed in 

Oil ship painting, 17c

The Shootings of May 3, 1808
by Francisco Goya

GAZA on international mas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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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Thus, earth appears as though it is feverishly ill 

and bleeding. The fabric is dry and merciless; it does 

not appear as though it would wipe away the victim’s 

tears. Rather, it would be better suited as a flag for a 

multinational business desiring to appear extraordi-

nary. Further, painting of a contemporary cruise liner 

refers to genre paintings of the 16-17th century. The 

painting suggests a col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grand tours of the modern era and the wars of the 

colonial era which sought to acquire raw materials 

from, and then sell its by products back to the vic-

tims. This romantic exploration of venturing into the 

unknown is played out as a cruel game; a game that 

does not recognize the “otherness” of the other, but 

played out by enforcing the principles of one group 

to the other. By citing references from Zygmunt Bau-

mans’ Liquid Modernity and anthropologist Claude 

Levi-Strauss’s Tristes tropiques, the artist states that 

throughout the history of humanity, two strategies 

have been applied whenever the issue of otherness 

had to be revolved. One is a strategy to spit out and 

the other is to consume as a whole.

The first strategy works by expelling all that is re-

garded unfamiliar and foreign; this strategy applies 

to all that cannot be corrected. The other strategy 

conforms what is deemed alien. The mind and body 

of the other is ingested and swallowed so that it can 

be metabolized and made homogenous to the body 

that has consumed the alien contents. This strate-

gy can be applied to diverse customs ranging from 

cannibalism to enforced nursery tales. Whereas the 

first strategy aims to banish or exterminate the other, 

the second strategy aims to suspend the other or 

make them invalid. Similarly, Kira Kim’s work featur-

ing cruise liners such as A cruiser of the Pioneer as 

tourism 01shows the pain felt by the “other” who do 

not belong to (cannot belong to, and does not want 

to belong to) those in power who expel or ingest the 

other. Kim’s work reveals both micro-powers of in-

visible blackmail placed on the other as well as mac-

ro-power applied to a bleeding victim. But whether it 

is micro or macro-power, power in its truest form is 

not revealed directly and thus indirect methods such 

as reference or allegory is applied. Symbols and mo-

tifs are the languages that penetrate many layers of 

contemporary society. Moreover, in recognizing the 

distance (gap, delay, disparity) between the subject, 

Kim has made amusement possible. Overall, Kira 

Kim’s work conveys a message by exploring the gap 

between layers in language. Also, his work is ground-

ed in emotions that range from deep sympathetic 

melancholy to cynical attitude. 

인물의 허구적 위상이 부각된다. 

600호 크기의 대형그림을 포함하는 역사화는 ‘2009년

에 그려지는 20세기의 역사화들’이다. 초상화와 마찬가지

로 단일한 형식 내에 이질적인 시공간이 뒤섞여 있다. 전

쟁이나 재난을 담은 고야, 들라크루아, 피카소 등의 대가의 

그림 구도를 빌어 중동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 장

면을 중첩시킨다. [서방의 학살_아름다운 희생자]라는 작

품 제목은 20세기에 일어난 비극적 전쟁들이 서방으로 상

징되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유일의 질서를 선포하면서 그

것이 관철되지 않는 영역들을 강제로 개방시키기 위해 벌

인 전쟁들을 그린다. 여기에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자본주

의가 또 다른 근본주의가 되어 위험한 충돌을 야기 시켰다

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작품 [아름다운 희생자 02]는 참

수당한 성 요한의 얼굴 초상화를 작가의 얼굴로 변형시킴

으로서, 자신을 ‘아름다운 희생자’의 대열 위에 놓는다. 작

가는 참수당한 성인의 마스크를 빌어 현 세계에 대한 자신

의 태도를 내비친다. 차용된 이미지는 묵직한 유화로 각색

되지만, 위에 텍스트를 새겨 넣음으로서, 방금 들어온 핫뉴

스 같은 양식을 부여한다. 이 역사화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지만, 곧 재빠르게 채워질 또 다

른 뉴스들에 묻혀 버릴 것이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 한 

면에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희희

덕거리는 오락물과 뒤섞여 있곤 한다. 이러한 무심한 병치

들을 야기하는 지배적 매체로서의 대중매체의 속성이 진

정 더 위험한 학살을 야기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일상의 차가운 전쟁은 물론이고, 진짜 피 흘리

는 뜨거운 전쟁이 빈발하는 ‘위험 사회’가 된 것은 세계화

의 결과이다. 조각과 회화의 양식들로 채워진 공간에 다소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수 작품 [Historical UN as a flag]

는 이 전시의 결론 부분을 요약하는 듯하다. 천위에 자수로 

월계수 잎으로 감싸인 지구가 붉은 색으로 새겨져 있는데, 

마치 지구 전체가 열병을 앓으며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이 

지구무늬 천은 약자나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이윤을 짜내려는 다국적 기업의 깃

발과 더욱 잘 어울린다. 범선을 그린 16-17세기의 장르화

에서 인용한 현대의 유람선은 근대를 열어 제친 대여행의 

시대가 원료를 공급받고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 벌린 식민

지 확장 전쟁과 동일선 상에 있음을 예시한다. 미지의 곳을 

향하는 낭만주의적 탐색은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기 보

다는, 동일자의 원리를 타자에게 강요하는 가혹한 게임으

로 진행되곤 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 근대]에서 인

류학자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를 인용하면서, 인류

의 역사에서 타인의 타자성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마다 두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뱉어내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먹어치우는 전략이다. 

첫 번째는 교정할 수 없을 만큼 낯설고 이질적으로 간주

되는 타자들을 뱉어 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질

적 내용을 비이질화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인들의 몸과 

정신을 섭취하고 먹어치우고 신진대사를 거쳐 그 섭취하

는 몸과 별반 차이가 없는 동질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전략 또한 식인 풍습에서부터 강제적 동화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첫 번째 전략이 타자를 추방하거나 전멸시키

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그들의 타자성을 유예시

키거나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유람선을 그린 

그림은 김기라의 다른 작품 [we are the one], [universal 

experience]처럼, 동일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될 수 없는,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다양한 타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들추어낸다. 김기라의 작품은 타자를 

눈에 보이지 않게 갈취하는 미시권력도 작동하지만, 안되

면 결국 피를 흘리는 희생을 낳는 거시권력의 존재도 드러

내려 한다. 그러나 미시권력이든 거시권력이든, 권력이란 

것은 그 본질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에, 인용이나 알

레고리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한다. 예술작품을 포함하

여, 현대사회의 여러 차원을 관통하는 언어들은 기표와 기

의, 그리고 대상 사이에 널찍하게 벌어진 거리(차이, 차연, 

해체)를 인정함으로서, 이러한 유희를 가능하게 했다. 김기

라의 작품은 다양한 차원의 언어적 틈새에서 놀이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깊은 동조적 슬픔부터 냉소적

인 태도에 이르는 감정의 진폭이 내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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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A floor 

Sculpture, Urethane coating on FRP, 220×130×130cm, 2009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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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deeds!! Great Dead!! 

Urethane coating on FRP, 250×200×90cm, 2009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58



59

20c Super Heroes_Monsters (series)

Oriental painting on wooden sculpture, max. dimensions h50×w50×d30cm each, 2009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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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 Super Heroes_Monsters (series)

Oriental painting on wooden sculpture, max. dimensions h50×w50×d30cm each, 2009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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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 Super Heroes_Monsters (series)

Oriental painting on wooden sculpture, max. dimensions h50×w50×d30cm each, 2009

20c Super Heroes_Monsters (series)

Oil drawing on paper, 100×80cm ea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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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in Wonderland

Yoo Jin-sang

Art Critic

이상한 나라의 기라

유진상

미술비평

For those who have read “Alice in Wonderland” the 

word ‘wonder’ probably has double meanings. That 

refers to ‘surprising and novel’ and simultaneously 

indicates a structure in which we cannot help but 

lose our ways. Kim Kira has, for last three decades, 

lost his own ways. That is why his work, as claimed 

by itself, alludes to a marginalized life in the territo-

ry of an empire and to the structure of a hierarchy 

imprinted on his inner self. His work also presents a 

certain viewpoint the artist always relies on in ob-

serving and evaluating incomplete life aspects. As 

usually did all other dramas, Kim’s work also has the 

starting point he bases his art in defying a relatively 

superior world and an overriding, controlling struc-

ture.

Kim’s family histor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figur-

ing out his narratives. In Korea, which is traditionally 

a Confucius nation, the children born of a concubine 

were socially discriminated. The problem of ille-

gitimate children was often addressed as the main 

subject in the 8th and 9th representative Korean 

literature.

Moving beyond the sphere of a family system, the is-

sue of illegitimate children extended to the society’s 

entire hierarchal system. As an artist, Kim has been 

the subject of discrimination under Korea’s educa-

tional system. While living in the world in which any 

outer oppression corresponds to internally structur-

alized suppression, Kim takes a relatively optimistic 

attitude. For instance, Kim strips his parents nake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본 사람에게 있어 ‘원더’

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중의적인 것이다. 그것은 매우 

‘놀랍고 신기한’이라는 의미 말고도 끝없이 길을 잃을 수밖

에 없는 일종의 구조적 틀 혹은 상태를 가리킨다. ‘길을 잃

는’ 이유는 거울 속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

대적인 세계의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김기라도 역시 

지난 30여년 간 길을 잃어 왔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

할 수 있는데, 우선 그의 작품이 명시적으로 외쳐대는 것처

럼 ‘제국’의 영토 안에서 끝없이 주변부로 머물 수밖에 없

는 어떤 세계 안에서의 삶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작가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내

면에 각인시킨 위계의 구조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더 나을 뿐 아니라 그 때문에 불완전

한 삶의 국면이나 양상을 항상 감시하고 평가하는 어떤 세

계 혹은 관점들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세계, 압도적이고 통제적인 시선에 대해 도전하는 일, 

이것은 처음부터 패배가 약속된 일일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 드라마가 선택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우선 

주인공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근육을 

기르고 무기를 들어야 한다. 앨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저쪽

으로 넘어가기 위한 작은 서랍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기라의 가족사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통적인 유교국가인 한국에서

는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 경우 사회적으

로 차별을 받아온 악습이 있다. 8-9세기 이후의 많은 대표

적 한국 문학들이 ‘서자’(庶子)라고 부르는 이 소재를 다루

고 있을 정도다. ‘서자 콤플렉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

변부에서 중심으로 진입하는 불가능한 과업 대신 스스로 

중심의 복제를 끊임없이 구축한다는데 있다. 사실상 여기

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끊임없이 중심을 참조한다는 사실은 그것의 한계이

면서 동시에 그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서

자라는 사실은 단지 가족구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

계와 사회의 전반적인 위계구조로 확장, 반영되는 방식으

로 재해석된다. 한국에서 김기라가 받은 교육시스템 역시 

위계에 있어 상대적인 차별의 대상이었으며, 예술가라는 

지위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대표적인 ‘서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기라는 사회가 가하는 외적 억압과 내면적

으로 구조화된 억압이 일치하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역으

로 가장 낙천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

을 이 세계에 데뷔시킨 부모를 발가벗겨 그들에게 권투를 

-더 정확히 말하면 워밍업을- 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보다 

더 심한 처지에 있는 이들 -장애인들이나 동물과 같은 소

수자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

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라의 작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2002년에 제작한 <29층>

이다. 이 작업은 한국의 전형적인 주거형태인 고층 아파트

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서랍’으로 이용해 

온 비디오 캠코더를 들고 계단을 통해 29층 옥상까지 힘겹

게 뛰어올라가 난간 너머로 캠코더를 집어 던졌다. 이 퍼포

먼스에서는 기록장치가 기록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기록

하는 주체의 의식과 정확히 일치되는 지점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내었다. 다시 말해 캠코더

and has them boxing, or more accurately warming 

up and consistently chronicles the lives of minorities, 

including disabled persons and animals.

The “29th Floor” done in 2002 remains most mem-

orable, marking a turning point in his work. The 

background of this work is a high-rise apartment 

building, one of typical residence types in Korea. In 

this performance, the artist ascends the stairs up to 

the 29th floor with a camcorder, which he throws out 

from the floor. In other words, someone who goes 

up the stairs and kills himself by throwing away his 

body from the 29th floor is recorded and reproduced 

by the camcorder. The camcorder shows what the 

man saw while falling down about 70 or 80 meters 

and even his last moment as it is.

Kim derives many of his discourses from his person-

al experiences and applies them to an enlarged social 

structure. His 2004 serial artwork “Government-Cus-

tomer-Personnel” is an extension of such attempts. 

This video work is to pay homage to the video artist 

Paik Namjun who passed away in 2006. In this serial 

Super daddy Wonder mom, 2001, Single channel video

29th floor, 2001, Single channel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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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9층으로 헉헉 거리며 뛰어올라가 주저하지 않고 아래

로 몸을 날려 자살하는 어떤 이의 시점을 그대로 기록, 재

현하고 있다. 심지어 약 7-8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본 것,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어두운 농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편에

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기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서랍’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의 사례가 되었다. 김

기라는 예외 없이 이러한 개별적 경험에서 도출된 담론을 

다시 확장적 구조에 적용하는 방식을 보이는데 2004년부

터 시작한 <정부_소비자_개인> 연작은 그 연장선상에 있

다. 이 비디오 작품은 2006년에 작고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에 대한 헌사의 의미가 담겨있다. 백남준이 1961년

도에 처음 시작한 <길에 끌리는 바이올린>을 떠올리는 <

정부_소비자_개인 : 런던의 바닥>과 <정부_소비자_개인: 

베이징의 바닥>에서 작가는 작동 중인 캠코더를 끈에 묶어 

바닥에 끌고 다녔다. 여기서도 ‘바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시선의 극단적인 위치와 캠코더의 격렬한 마찰, 퍼포먼스

가 함축하는 내재적 의미는 곧 바로 신체적인 경험으로 전

환되어 관객에게 전달된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의 가장 기

본적인 지평과 그 토대 위에 놓인 것들을 ‘고통’이라는 범

주 안에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언제든지 거시적 관점으

로 해석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

김기라는 최근에는 특히 작가의 모국인 한국의 사회, 문화

적 현상들 속에 흩여져 있는 권력구조의 기호들을 연결하

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기호들이란 70년대 한

국의 프로파갠더 정치를 연상케 하는 한 묶음의 야외 스피

커들과 중산층의 고급문화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싸구

려 분재와 자기들, 여성 전화교환원들이 기계적으로 내뱉

는 ‘사랑합니다’라는 멘트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가치를 소

외시키고 삶을 평면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다양한 장치

들이다. 여기서 감지되는 것은 작가의 시니컬한 태도와 자

해적인 욕구는 언제든지 낙천적 표피를 뚫고 관계들을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 (거울의 뒷면과 아무

데도 없는 섬의 중간지대)의 강렬한 조명과 함께 흘러나오

는 6-70년대 한국의 잊혀진 대중가요들은 자본주의적 가

치의 맹렬한 순환 속에서 갑자기 울려퍼지는, 헨리 제임스

를 이용하자면, 숲 속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다. 

가치의 위계들은 한편으로는 매혹적이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무한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주변부의 문화에서 그것

의 내용은 가장 보편적인 기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Killer>는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기호에 내재되

어 있는 이 두 가지 운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현

란한 빛깔로 명멸하는 입체의 로고는 치명적인 이름을 지

니고 있을 뿐 아니라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가리킨다. 직접적인 호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한다. 하

나는 그것을 통해 부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호명을 모든 사람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지목하는 것이다.

김기라의 작품은 거대한 가치 체계에 맞서 싸우는 다윗의 

벌거벗은 몸을 연상시킨다. 약자가 강자와 싸우는 방법 가

운데 하나는 스스로의 약점을 무기로 바꾸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모 뿐 아니라 그 자신 역시 벌거벗겼다. 2004년 

작 <It’s your around>에서 카메라를 향해 맨 몸으로 구르

며 돌진했던 그가 알려준 것은 그에게 남은 최소한의 무기

는 그 자신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마치 눈덩이가 굴

러오듯 관객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이다. 끝까지 낙

천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그것이 김기라가 중심을 향해 외

쳐대는, 잘 들리지 않는 고함의 내용이다. 마치 허접한 패

스트푸드들을 열심히 그린 그의 유화의 제목들이 인 것처

럼 말이다.

work recalling Paik’s “The Violin Tugged on the 

Floor” the artist drags an operating camcorder on the 

floor. The internal meaning of this performance is 

transformed into a bodily experience and delivered 

to the viewer as it is.

Kim’s recent work shows a synthesis of the icons and 

symbols of power discovered in Korea’s social, politi-

cal phenomena. These symbols ranging from outdoor 

speakers, cheap potted plants, and ceramics to female 

telephone operator’s comment of “I love you.” is a 

mechanical gimmick altering our life into something 

two-dimensional. What’s sensed here is the fact that 

the artist’s cynical attitude and self-inflicted wounds 

might shatter any optimistic basis. The background 

music of the pieces “I Love You” and “Wonderpia” 

is Korea’s popular songs which were in vogue in the 

1960s and 70s. They sound like the roars of a tiger in 

the circulation of capitalist values.

The value system is, on the one hand, considerably 

captivating, but one the other hand appears to be 

infinitely menacing. In “Coca Killer” the artist refers 

directly to the tastes most commonly consumed in 

a marginalized culture. The three-dimensional logo 

flickering in showy colors presents a fatal name and 

points out who is the subject of aggression.

Kim Kira’s work associates the David’s naked body 

facing and struggling against an immense value 

system. One of the ways the weak may take is to 

transform his vulnerable point into a weapon. Kim 

strips his parents as well as himself naked for his 

work. As suggested in the 2004 work “Coordinate: 

it’s your around” in which he threw his body towards 

the viewer, Kim’s final weapon is his own body. What 

he shouts in his pieces is to maintain an optimistic 

attitude to the end. That is the content of his shout-

ing although it couldn’t be heard well, as if the title 

of his work featuring junk fast foods is “Still Life”.

Government-Customer-Personnel, 2005, Single channel video

Coordinate: it’s your around, 2004, Single channel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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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U4EVER POWER4EVER

LED Panorama sculpture, 106×226×12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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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t Century World as Advertisement painting (upper left)
Oil on Canvas, 194×260cm, 2008

Universal Experience as Advertisement painting (upper right)
Oil on Canvas, 194×260cm, 2008

21st Century World (lower left)
 Sculpture, Urethane coating on FRP, 200×250×90cm, 2008

Tin man looking down human (lower right)
Sculpture, Urethane coating on FRP, 194×93×75cm, 2009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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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ONE

Neon sculpture, 70×1226×12cm, 2009
(Installation view at Santral Istanbul,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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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증 환자의 허상
The elusive truth as a paranoia

Mixed media, 245x120x43cm, 2008
(Installation view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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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증 환자의 허상
The elusive truth as a paranoia

Mixed media, 245x120x43cm, 2008
(Installation view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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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증 환자의 허상
The elusive truth as a paranoia

Mixed media, 245×120×43cm, 2008
(Installation view at the Changdong Residency Gallery, MMC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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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Class consiousness_A continent of history
Mixed media, embroidery on canvas, 77×127cm, 2009

(right)

SHIT
Mixed media installation, 40×70×2cm, 2008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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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Kira as killed on Super animals
2009, Oil on canvas, diameter 56cm (framed)

(Exhibi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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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view from the solo sho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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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 Marx with a loef of bread as Human being
2009, Oil on canvas, 115×90cm (framed)

A curious Queen Elizabeth ll
2009, Oil on canvas, 152×126cm (framed)

A fire-eater_a great Hitler
2009, Oil on canvas, 129×109cm (fr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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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view at Kukje Gallery,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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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l-Maria as a continent of history 
Sculpture, Urethane coating on FRP, 250×200×90cm, 2009

Killed tin man by Super animals
Bronze sculpture and wooden plinth, bust: 42×28×27cm, plinth: 118×55.5×55.5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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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d pinocchio by Super animals
2009, Bronze sculpture and wooden plinth, bust: 44×45×40cm, plinth: 118×55.5×55.5cm

Super animal as Historical background _White Tornado
2009, Oil on canvas, 70×60cm (fr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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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uiser of the Pioneer as tourism 01
2009, Oil on canvas, 90×116cm (framed)

Contemporary Still life with a fly      
2009, Oil on canvas, 84×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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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Still life with a Selly Belly Candies
2009, Oil on canvas, 84×14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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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investigation into the signs of the death

LEE, Sun-young

Art Critic

죽음의 기호들에 대한 사회적 탐구

이선영

미술평론가

KIM, Kira has been known for the film and the instal-

lation works. The antique still life series he recently 

showed are a little unexpected. But the artist said 

that the technique isn’t matter. What matters then 

is the message. His still life paintings, displaying 

the  objects more as an installation than a painting, 

have the continuity from the tradition of this genre 

in such a sense that there still remains the narrative 

throughout the work. In borrowing a historical genre 

these works reveal the difference from the ones 

with contents-centered aesthetic, in that the artist 

doesn’t use the form as a mere wrapper of a certain 

contents, but investigates into the inner logic of the 

form. Produc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framed 

with antique gold, look rather like a trash heap than 

appetizing food. The objects, he distributes here and 

there as allegory, challenge the visitors to solve the 

riddle of the spectacle in front of them. The world-

wide trademarks do not show the clean and happy 

illusions in the commercials in general, but are in 

disorder, shadowed with the impending death. The 

solid structure of the fast-food empire to maximize 

the profit has become loose, and gets dramatized as 

an event demanding reasonable judgement and act.    

KIM, Kira deals with a “phenomenon of Mcdonald 

as a brand” in other works: an installation where the 

sound pronouncing the famous brand names dis-

tinctly travels through the chaotic noise of multi-lan-

guages; a painting of a scene from an international 

sports game in which the brand names of the spon-

sors catch the eye before the players does. Those 

who become the other by the grand logic of the 

대중들에게 알려진 그간의 김기라의 작품은 영상, 설치 작

업이었다. 요즘의 고풍스런 정물 연작들은 다소 의외의 장

르이다. 그러나 작가는 기법은 중요치 않다고 말한다. 중요

한 것은 메시지인데, 정물이 보여지는 방식이 그림보다는 

설치에 가깝고, 작품을 관류하는 내러티브가 여전히 존재

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진다. 한편 역사적으로 성립되

어온 한 장르를 차용함에 있어, 형식을 내용을 끌어다 담는 

꾸러미(수단)로서가 아니라, 그 형식이 가지는 내부적 논

리까지 파고드는 점에서 단순한 내용주의 미학과 차이가 

있다. 고색창연한 황금색 액자틀에 담긴 다국적 기업의 생

산물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보다는 거대한 쓰레기처럼 보이

며, 작가가 여기저기에 알레고리로 배치해 놓은 오브제들

은 관객으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진 스펙타클의 수수께끼

를 풀어보도록 요구한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파악

할 수 있는 친숙한 상표들은 일반적인 광고에서와 같은 깔

끔하고 행복한 가상이 아니라, 어수선하고 임박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패스트푸드 

제국의 견고한 구조는 헐거워지면서 관객의 이성적 판단

과 행동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극화된다. 

김기라는 다른 작품에서도 ‘브랜드로서의 맥도날드 현상’

을 다룬다.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혼합된 소음 속에서 유명

상표만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설치작품이나 국제경기의 무

대에서 선수보다는 상표가 먼저 눈에 띄는 장면들을 그린 

그림 등이 그것이다. 보편화된 상표로 상징되는 거대한 동

일성의 논리에 의해 타자화 된 이들은, 이국땅에서 맨몸으

로 구르다시피 고생하는 작가 자신을 포함하여 이주민 노

동자, 애완동물 등이다. 서구인들이 일방적으로 타자화한 

동양에 대한 이미지들(오리엔탈리즘)이 우스꽝스러운 수

집품으로 진열되기도 한다. 피처럼 줄줄 흐르는 ‘we are 

the one’이라는 글자나 붉은색으로 바뀐 UN기는 결코 세

계화라는 우산 속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을 

예시한다. 진열장에 넣어질 수퍼맨 같은 대중의 영웅들은 

모순해결에 무기력하다. 그것들은 정크 푸드로 상징되는 

일상 속에 스며든 위험이나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끊이

지 않고 발발하는 분쟁지역의 비극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

을 것이다. 

고풍스런 정물화가 세계화의 폐해가 횡행하는 현재의 상

황과 연결되는 지점은 명확하다. 17세기 이후 북유럽에서 

전성기를 맞는 정물화는 바야흐로 발원하기 시작하는 자

본주의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일상에 대한 세세한 재현은 

새롭게 부각된 부르주아 계급의 생산의 거울에 해당된다. 

유화로 재현된 정물은 사물을 사각의 금고 틀인 액자에 소

유하는 형식이다. 존 버거는 [보는 방식]에서 유화를 소유 

형식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유화는 모든 것을 오브제

로서 등가인 위치에 놓았다. 모든 것은 상품이 되었으며 교

환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리얼리티는 그 물질성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계측되었다. 액자에 담겨진 정물은 만물의 코

드화에 대한 시원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렇듯

이, 액자형 작품은 시장이 융성하던 시대와 일치한다. 그

same symbolized with the generalized brands, are 

the emigrant laborer, pets, and above all the artist 

himself struggling in a foreign country all alone. The 

images of the East othered one-sided by the West-

erners(the orientalism) are also displayed as a ridicu-

lous collection. The written sentence ‘we are the one’ 

running down like blood and the reddened UN flag 

exemplify the situation that we can never be the one 

under the umbrella of the globalization. The super 

heros are impotent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like 

the Superman in a showcase. They can never be able 

to remove the dangers in everyday life including junk 

food, nor resolve the tragedies in the troubled areas 

unceasingly happened according to the interest and 

the capital.          

It is clear where the classical still-life is connect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under the evil influence of 

the globalization. The genre had its heyday around 

the seventeenth century in Northern Europe, and 

was closely related to the just beginning capitalism. 

The detailed representation of the everyday life 

was the mirror of the bourgeois production. The oil 

painting of still-life was the form to own the objects 

in a frame as a cubic safe. In the Way of Seeing, 

John Berger understands the oil painting as a form 

of ownership. According to him the oil painting 

makes every thing equivalent as a object: everything 

becomes a product and exchangeable. Every reality 

gets to be measured mechanically after the materiali-

ty. The still-life in the frame has turned out to be the 

archetypical figure of the codification of everything. 

the film_Fast Food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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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빛나는 감각주의 이면에는 삶의 허무함이라는 상징

이 담겨있었다. 지상적인 것에 대한 화려한 찬미는 그 이면

의 허무함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정물화의 어원에 

속해있는 게르만어계의 ‘stilleven(움직이지 않는 생명)’과 

라틴어계의 ‘natura morta(죽은 자연)’은 생명의 덧없음

과 죽음에 대한 알레고리가 담겨있다. 

물론 현대의 작품인 김기라의 정물에는 종교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알레고리 보다는 사회학적인 분석이 두드러진다. 

화면 안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1달러짜리 화폐(최소한의 단

가)나 파리나 바퀴벌레(죽음, 질병)같은 이미지는 대량 생

산과 유통 체계에서 그 거대한 구조의 일부로 순환 중인 저

당 잡힌 인간들(저임금 노동자, 환자)이 내재되어 있다. 그

것은 소우주 속에 압축된 소비의 체계에 대한 또 다른 정밀

한 묘사인 것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

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세계화를 상징한다. 그의 작품 속 사

물들은 전체적인 체계화라는 조직 원리를 통하여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공통점이 있다. 거기에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고, 차려진 품목들도 지나치게 많다. 그것은 부재하는 실

재에 대한 요란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김기라의 다른 설

치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상표들은 인간과 자연, 현실

을 대체하는 기호들이 된다. 그것은 이미 인간의 욕구나 합

리적인 기능을 넘어서, 자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적합한 것만을 남겨놓는 자본의 생리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소비된 것은 결코 음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 

자체라는 점에서, 김기라의 작품은 소비에 대한 문화적 탐

구와 연결된다. 돈 슬레이터는 [소비문화와 현대성]에서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는 평범한 일상의 망을 통제하려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

떤 사회인가하는 핵심 질문에 소비를 설정한다. 즉 그것은 

소비 대상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일상세계에 

제공된 재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욕구, 정

체성, 생활양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정의되고 매

개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김기라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

는 패스트푸드 제국은 합리적 통제와 노동의 자동화 기술 

분업의 증가로 저 단위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표

준화된 체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세계화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사회학자들

은 자본주의가 정치적 질서라기보다는 경제적 질서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세계

화란 경제적 상호관계가 극도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러나 자본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은 한쪽으로 쏠리는 부를 

낳았을 뿐이며, 이는 다른 한쪽에 만연한 전쟁과 질병을 토

대로 한다. 전 세계적 자본의 지배적인 코드가 명멸하는 김

기라의 작품들은 물화reification된 현대사회의 병적 징후

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Then, as now, the works of frame format accorded 

with the prosperity of the market. Behind the splen-

did sensualism, however, there lies the symbol of 

vanitas, the vanity of life. This magnificent praise to 

the secular ends up with the realization of the vanity. 

Etymology of the german ‘Stilleben’ and the latin 

‘natura morta’ implicate the meaning on the empti-

ness of life and death.   

Of course, the contemporary still-life of KIM, Kira 

contains the sociological analysis more than s reli-

gious and metaphysical allegory. The sudden appear-

ance images like one dollar coin (the minimum unit 

of price), fly or cockroach (death, disease) implicate 

the mortgaged human(low-wage laborer, patient) 

circulating the huge the structure of mass production 

and the system of circulation. Ie is another detailed 

depiction of the system of assumption compressed 

in a microcosmos. What appears in his work is not 

just food, but the symbol of the imperialistic global-

ization. Therefore things here have in common that 

they show off their potent only in the logic of orga-

nization, that is, the total systematization. No hu-

man being reveals him-/herself there, but too many 

items. It is no more than an exaggerated alibi for the 

absent real. The brand names, used often by KIM, 

Kira, become signs replacing human, nature and the 

reality. It displays the physiology of the capital that 

leaves only what is apt to keep and expand the order 

beyond human desire and rational function.  

In a sense that what consumated here is the social 

relation itself than food, works of  KIM, Kira can be 

reviewed in relation to a cultural investigation on 

the consumption. Don Slater, in his book Consumer 

Culture and Modernity, pointed out that the study 

on consumer culture is about a battle to control the 

network of ordinary life. For him the key term for 

the essential question that what kind of society we 

live, is the consumption: how is the approach to the 

object of the consumption regulated; what is the log-

ic to decid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given to 

the ordinary life; how is our thought on desire, iden-

tity, mode of life defined and mediated? The main 

target of KIM, Kira, the empire of the fast food is the 

example of the standardized system that enables the 

mass production with the low price by the rational 

control, automation and specialization of labor.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displays its power 

through the globalization. The socialists points out 

that the capitalism could have infiltrated into wher-

ever in the world because it is more a economical 

order than a political one. The globalization means 

the sharp increase of the economical interrelation. 

But the economical rationality of the capitalism only 

results the ill-balanced accumulation of the wealth, 

which is based on the ceaseless war disease of other 

side. The works of KIM, Kira, in which the dominant 

code of the globalized capital flickers across, contains 

an analysis of the morbid symptom of the reified 

modern society. 

(above) Talking with a contemporary wall painting_Top 10 buildings crown 
(from 143 images by Kira Kim)

(bottom) Talking with a contemporary wall painting_Still life (from 143 
images by Kir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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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Still life  series

(Exhibition view at Gallery LOOP, Seou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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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Still life  series

Exhibition view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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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orea to Britain 

Ryu Han-seung

A Curator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한국에서 영국으로~

류한승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French philosopher Michel Foucault argues that in 

the Classical Age (or from the 17th to 18th century) 

the world puts into order by the subjective repre-

sentation of humans. In other words, mankind per-

ceives things objectively as our thought turns to be 

man-centered from god-centered. By putting ten 

thousand things into a paradigm, we humans try to 

embody the order of existence. All things, however, 

cannot be systemized or standardized. How can we 

deal with the fluid changing every moment? 

While in Korea, Kim Kira showed a particular con-

cern with those marginalized or alienated in our 

society, including disabled men, people with Down 

syndrome, and gang members. 1 The artist is now in 

London, striving to enhance his capability to reborn 

as a minority warrior. In Britain where the artist 

himself is doomed to be an ethnic minority due to 

his skin color and nationality, he carries out his own 

operation to disturb the mainstream British society. 

Kim’s two and a half years efforts have resulted in 

this exhibition “The Mirage Palace”. While the works 

done in Korea are overrun with energies, recently 

created pieces in Britain appear to be refined and 

concrete. 

The starting point of Kim’s work is to distinguish 

normality from abnormality. To draw a line between 

the rational and the irrational is always the key 

motive of his work. And then, what’s the criterion of 

distinguishing the normal from the abnormal? Who 

set this standard and for whom it may serve? With 

incisive, serious insights, Kim always intends to shat-

ter socially accepted ideas unreservedly.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따르면 고

전 시대(Classical Age, 17-18세기)는 인간의 주관적 표상

(representation)에 의해 세계를 질서지우는 시기이다. 즉 

신 중심의 사고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간은 사물들

을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도표 안에 배정하여 존재의 질서를 구성하고자 한

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조직화, 체계화, 표준화시킬 수는 없

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부터 장애인, 다운증후군, 조직폭력배 등 소위 주

변적인 것, 소외된 것에 관심이 많았던 김기라. 그가 진정

한 마이너러티(minority, minoritaire) 전사로 거듭나기 

위해 런던에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영

국이라는 서구의 주류 사회, 이른바 메이저러티(majority, 

majoritaire)와 밀접한 곳에 침투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교

란작전을 전개한다. 그 역시 이 곳에서는 피부색, 국적 등

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마이너러티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이 이번 전

시인 “신기루 궁전”에 종합적으로 투영되었다. 한국에서의 

작업이 다소 거친 에너지로 넘쳐났다면, 영국에서의 작업

은 보다 정제되고 구체적인 양상을 띤다.

그의 작품에 있어 출발점은 정상과 비정상의 ‘편가르기’이

다. 이는 그에게 있어 언제나 핵심적인 모티브였다. 그런데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에 있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게다가 그런 기준은 대체 누가 설정했으며, 그런 편가르기

는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비록 김기라의 작업을 계보학

적 시도라고 거창하게 칭하지 않더라도, 그는 항상 예리하

고 진지한 통찰력으로 사회적 통념을 거침없이 흔들어 왔

다.

김기라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Coordinates : 

The work Kim first made in Britain is “Coordinates: 

It’s Your Around”. As a Korean, it was the first com-

munication with the British people. During the pro-

cess of making this piece, he was taken to the police 

station, undergoing legal or illegal deeds. This work, 

however, obviously made him aware of his position 

in British society as a stranger. The work “Govern-

ment-Customer-Personal: The Sole in the UK” deal-

ing with tourists lies in the same context. 

More aggressive connections are implied in his con-

secutive pieces “I Love You” and “Coca Killer”. How 

we can define the features of London or Britain in 

contemporary consumer society? London is the place 

where the industrial revolution first commenced and 

Karl Marx wrote “Capital” (Das Kapital), inspired b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Because of its early 

modernization, British society enjoyed abundant ben-

efits, but also went through some negative aspects at 

the same time. Post-modernism was perhaps pre-

It’s Your Around>는 일종의 말문트기이다. 영국과 한국

의 최초 접속인 셈이다. 물론 서로 충돌한다. 따라서 완벽

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제작 과정 중 그는 경찰에 연행

되는 등 합법과 위법을 몸소 체험하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

루었다. 그러나 이방인 혹은 타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

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음은 자명하다. 더불어 관광객을 

다룬 <Government-Customer-Personal : The Sole in 

UK>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진 <I Love You>와 <Coca Killer>는 본격적인 접속

을 암시하는 작품이다. 런던! 현대 소비 사회에서 있어 대

중들의 눈을 사로잡는 현란한 광고판! 영국이란 곳이 어

떤 곳인가? 17세기에 칼 맑스(Karl Marx)가 �자본론(Das 

Kapital)�을 쓸 수 있었을 만큼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자본

주의가 발달한 곳이다. 또한 일찍이 모던 사회로 진입하면

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기도 했으며, 반면 여러 부정적인 측

면을 동시에 경험한 곳이다. 아마도 그것에 대한 반성과 보

완으로 포스트모던 사회가 제시되었을 것이다.

A palace of Mirages, 2002, Single channel video

the map of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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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은? 식민지, 분단, 전쟁, 군사정권 등을 겪었

던 한국은 경제가 부흥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급변하였

고, 그와 함께 서구 사회의 이념을 급속도로 흡수하고 있

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부족한 채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최근 한국의 포스트모

던 열풍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실제로 모더니즘 시기를 

보냈는가에 대해 자문해야할 듯 하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

로 포스트모던이 논의되는가?

다시 한국에서 영국으로~

고도 자본주의 사회인 영국에는 엄연한 계급(hierarchy) 

구분이 존재한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각기 다른 

집단이 있으며, 신분 상승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 매우 경

직된 사회이다. 심지어 인종차별주의(racism)까지 뒤따

라 다닌다. 모더니즘을 비교적 제대로 겪은 서구 사회에서

는 그 폐해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단점을 메

워가는 긍정적 선택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철

저히 숨기고 감시하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속셈도 있다. 

<Security Garden>은 그러한 영국 사회의 한 단편을 직접

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다. 아시아에 대한 단순한 관심. 그

로부터 촉발된 아시아의 물건 모으기. 그리고 낮은 계급들

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들.

마지막으로 정물화가 흥미롭다. 지금껏 김기라가 그다지 

sented as their complement. 

With the rehabilitation of Korean economy after 

undergoing colonialism, division, war, and military 

regimes, Korea was rapidly transformed into a cap-

italistic society, embracing Western thoughts and 

ideologies. We just step forward without any serious 

introspection or reflection on our society. In regard 

to the sweeping zeal for postmodernism, we pose a 

question that Korean society really went through the 

modernism period. As its solution, postmodernism is 

at issue.

From Korea to Britain Again 

Even in Britain which is a highly developed capitalist 

society, there has been a rigid hierarchy. In this so-

ciety where the rising of social status is extremely re-

stricted, there are different economical, political, and 

social classes. Even racism is prevalent in this coun-

try. On the one hand, Western society admits these 

evils and strives to rectify them, but on the other it 

tries to consolidate its ruling system by concealing 

them thoroughly. The work “Security Garden” direct-

ly mirrors such aspects of British society. 

A particular interest is given to Kim’s still life, which 

he rarely created so far. What the artist intends to 

underline is his work’s subject matter, not its medi-

um. If we ask him to define still life, he will reply that 

is fast food. Fast food is implicative of lighthearted-

ness, hecticness, superficiality, and super-nationality. 

Let’s pay attention to the “Mirage Palace”, one of his 

exhibition themes. A society outwardly looks like a 

complete, ideal palace but it’s not true if we look into 

its inner side. Most of us prop up this false palace. 

Who is the real governor of this palace? 

   

1  Minority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marginality. Marginality refers to a 
state deviated from normality defined arbitrarily by our society and severed 
or alienated from the social structure. On the contrary, minority does not 
belong to such social structure but has the forces of exercising its own 
autonomy, acting with a peculiar idea and in a distinctive manner. Minority is 
an element that brings about diversity within the established social structure 
and power and makes that remain unrest by embracing heterogeneity.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매체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회화

라는 매체가 아니라 정물이라는 소재이다. 만약 그에게 이 

시대에 있어 정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패스트푸

드라고 말할 것이다. 패스트푸드가 가지는 가벼움, 바쁨, 

깊이 없음, 초국가적 브랜드 등. 실로 이것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다시 전시 제목인 “신기루 궁전”을 주목해보

자. 겉보기에 사회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궁전 같지만, 실상 

그 안을 들어다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대부분은 이 피상적

인 궁전을 단지 떠받치고 있을 뿐이다. 진정 그 궁전의 주

인공은 누구인가?

Give a fair, 2003, Single channel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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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or 
2009, Sculpture, Urethane coating on FRP, 220×130×130cm

PLEASE KILL ME
2008, LED system sculpture, variable dimensions
(Installation view at Minsheng Art Museum, Shanghai, P.R. Chin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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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th floor
2001,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ion
(Installation view at Minshen Art Museum, Shanghai, P.R. Chin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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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th floor (captured still cuts)
2001,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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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공화국
The Propaganda as the advertisement

Print on lighting box, 250×250×30cm,2008 
(Installation view at Gallery LOOP, Seou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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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Kim’s point of view

Fumihiko Sumitomo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김기라가 바라본 시선

스미토모 후미히코

동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Though it’s not a recent trend, what would be the 

reason behind the popularity of WONG Kawai’s 

movie and Murakami Haruk’s novel in Asia? Both in 

the movie and the novel, a character does not deny 

a desire of consumer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also has a slight rejection against its 

own altered ego that try not to be controlled by the 

giant mechanism of the society. However, that feel-

ing does not get portrayed clearly. The mechanism 

of a society that controls the character is intangible 

딱히 최근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WONG Kawai의 영화

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이렇게까지 아시아에서 인

기를 얻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어느 쪽도 마

찬가지로, 등장인물이 소비사회에 젖은 욕망을 결코 부정

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의 거대한 장치에 흔들

리지 않으려는 개인의 내면에 대해서 미미한 거부감을 느

끼지만 그러한 감정을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등장

인물을 조종하는 사회의 장치는 보이지 않아 명확하게 대

상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인의 내면에 현실 속의 보금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메마른 시선과 부조리

마저도 긍정해버리는 행동으로 인해 현실과 자신 사이에 

조성된 거리감의 존재가 중요하다. 현실을 긍정하거나 부

정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현실인지 허구인지의 양자택일

도 아니다.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뒤섞이어도 이를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현실에서 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근대화라는 거대한 전

진적인 움직임 속에서 삐걱거림을 느끼는 감성을 반체제 

혹은 반예술과는 다른 형태로 자아낸, 긍정도 부정도 아닌, 

내부에서 형성된 표현의 힘이다. 이는 현실 속의 짐을 떨쳐

버리고 자유로운 삶의 해방을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

리를 매료시킨다.

김기라의 작품에는 글로벌기업, 서양회화, 수집벽, 건강지

향, 미군, 관리체제 권력 등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자란 그

가 느끼는,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근대화의 장치가 명백

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대개의 경우 영상으로 나타

나거나, 우리가 소비사회를 통해 익숙해진 물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대 소비사회를 누리고 산 그의 작품 속

의 거부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밖에 표현될 수 없어 보인

다. 그만큼 작품 속의 생산물과 정보의 형식은 아티스트 자

신과 감상자와 같은 한 개인을 형성하는데 있어 떼놓을 수 

없는 상호관계를 보인다.

그 결과 세 가지가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아와 법과 자본주의이다. 이들은 우리의 자연스러

운 욕망과 삶의 양식에 대한 분열을 통합시킨다. 즉, 제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정신분

석은 무의식 속의 문제를 ‘가족주의’로 통합하여 억압에 가

담하기도 한다. 분열을 통합하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and unclear. Yet, the altered ego does not provide 

home for the reality. It is important to have a dis-

tant between the reality and oneself created by the 

acceptance of cold indifference and irrationality. It’s 

neither denial nor acceptance of the reality. It’s not a 

choice between reality and fiction. The point of view 

to look at those two different positions from distance 

might seem to be an escape from the reality, but 

it provides a creative power to many people. It is a 

power of expression from the deep within that is 

neither denial nor acceptance.  It is not expressed as 

anti-government or anti-art, but born from the unsta-

ble feeling of forward-looking movement of modern-

ization. Then, it fascinates us as a method to unload 

the burden of the reality and declare the freedom of 

one’s life.

Kira Kim’s works of art represent clearly the mech-

anism of the modernization that he felt throughout 

the modern Korean society of Global companies, 

over-seas arts, collections, well-being, US military, 

and controlled society. Most of time, it appears on 

the film or as a matter that we are accustomed in 

consumer society. Therefore, it seems inevitable 

that the rejection represented within the art of one 

who lived through the consumer society has to be 

expressed as such. For that sense, the product from 

his art and the medium of information represent the 

unseparable mutual relationship to form an individu-

al as the artist and the audience. 

As a result, one can feel the existence of three things 

in the society. Those are ego, law and capitalism. 

Talking with a contemporary wall painting, 2008, 
Painting on the wall
Gallery LOOP,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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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고정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운동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이리저

리 움직이는 시점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경박하

면 더 좋을 것 같다.

아트라는 표현수단은 ‘정신분석’과는 다른 형태로, 분열이

라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다. 김기라가 

실로 다양한 미디어를 종단적으로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

는 것도 이러한 억압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지적하

고 규탄하기보다도 같은 관리통제사회와 소비사회의 통합

적인 힘의 형태를 빌려, 감상자에게 자신의 거부감을 찾아

내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는 것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끝 맛이 

좋지 않은 것은 WONG Kawai나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대

중의 호응은 얻을 수 없었지만 동시대의 삐걱거리는 감정

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당대의(contemporary) 아트의 

표현 방법을 획득한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

니,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은 오히려 어떻든지 상

관없다. 그것보다도 동일화나 통합을 도모하는 근대의 힘

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표현이 이처럼 가볍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지배적인 힘에 가담하기를 꺼리는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빛나는 화면이 나타났다가

도, 메마른 문체가 되고, 일상생활의 오브제를 재구성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은 아니지만 현실

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뒷받침해주는 것과 같은 

음악을 라디오로 듣는 것이 아닐까.

They pull together our natural desires and differenc-

es in the form of life. They function as a controller. 

As widely known, a psychanalys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those often mix the problem inside 

the unconsciousness with ‘familism’ to participate on 

the suppression. The question of how much of the 

distance should there be to unify the division is also 

raised at this point. It should not be fixed or it should 

be more active as a sport. Maybe it’s better to be 

frivolous.

Art, as an expression method, can draw a clean 

picture about division in the form that is different 

from psychoanalysis. The reason that Kira Kim is 

using various media in the degree of perfection is 

to have audience to find the one’s own rejection 

without participating on the suppression, and find 

the wrongs then instead of criticizing but borrowing 

the power from the controlled society and consumer 

society. Therefore, seeing his work somewhat makes 

people uncomfortable. This uncomfortable feeling 

can not bring the popularity as Wong Kawai and 

Murakami Haruk, but it is safe to say that the artist 

has the same unstable feeling in the same era and 

acquired the contemporary art’s expression. Rather, 

having the same point of view does not mean much. 

But better ye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personal feeling against the modern society’s power 

of unifi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s expressed 

this lightly means the reluctancy to join the major 

controlling power. So the bright screen becomes 

dried texts and that reconstructs the life’s object d’art. 

That is not like the music that one learns in school 

but the music that one listens through radio that be-

comes the motivation to change the reality little by 

little.. 

A security garden as paranoia
2008, LED bulbs, Designed speakers, Sound,Ceramics, CCTV, Plants installation

at King’s Lynn Art Centre, King’s Lynn, U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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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urity garden as paranoia
LED bulbs, Designed speakers, Sound,Ceramics, CCTV, Plants installation, 2008

(Installation view at Art Sonje Cen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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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urity garden as paranoia
LED bulbs, Designed speakers, Sound,Ceramics, CCTV, Plants installation, 2008
(Installation view at Gallery LOO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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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U
2007-2008, LED and mixed media bulbs, 44×3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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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view at Gallery LOOP, Seou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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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간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as 30 days

Single channel video, 1 min. 7se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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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FREE TO CHANGE_HELP
LED system sculpture, 45×1000×20cm, 2008

Gallery LOOP,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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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ird Mixture of Visual Images

Suh Jin-seok

Director of Alternative Space Loop

기묘한 혼재

서진석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For last one century, Korea underwent a cataclysmic 

change in its socio-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pheres, which caused new cultural aspects rarely 

discovered in other cultures. Korean society shows 

a mixture of ideologically diverse visions and their 

outgrowths, implying that its confusing state is one 

of the critical elements forming its identity.

Such change and disquieting state bring about an 

한국 사회는 지난 1백년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제

반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다른 문화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상의 문화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이념과 

사상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결과물의 혼재는 한국 사회가 

혼돈적 상황에 대한 수동적 적응단계를 넘어서서 혼돈 자

체를 자기 정체성의 중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

준다.

변화와 혼돈이 가져온 문화적 엔트로피의 증가가 시각 문

화에 미친 영향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창출해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아이

디어적 컨텍스트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끊임없는 변

화로 인한 모호함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 중

의 하나가 바로 명확하고 직선적인 시각 이미지의 선호 현

상이다. 중간자를 인정하지 않는 좌우 대립의 이데올로기 

문화 또한 이 같은 명확한 시각 이미지 선호현상을 낳는데 

일조한다. 명확하고 직선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

을 지배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문화 영역 또한 자연스럽게 

이에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영역의 상품화를 이끌

어가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는 이 같은 현상의 표출이

다. 

변화는 태생적으로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혼돈은 역동

성을 지니고 그 역동성은 인식의 치환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역동성 안에서 시각이미지들은 감

성적 깊이감 보다는 이성적 컨텍스트와 직선적 이미지들

이 보다 선호되어진다. 이러한 경향의 흐름들은 한국문화 

안에서 하나의 주류적 영역을 만들며 한국미술의 또 다른 

독창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기라는 이러한 한국 현대미

술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러

나 그는 단지 다양한 대중의 시각적 감성과 쉽게 인식되어

질 수 있는 이성적이며 직선적인 그 이미지들을 기발한 아

이디어적 컨텍스트로 풀어내는, 즉 대중의 흡입력을 증가

시키는 전략적 방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은

유적 감성까지 내포하게 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초기 작업들은 쉽게 중독 될 수 있는 강한 양념으로

만 요리되어 있었다). “3초 안에 관객의 시선을 끌고 30분

을 앉아 있게 만들어라” 라는 작가들의 속설이 지금, 그의 

작업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increase in cultural entropy, also influencing visual 

cultures. We stick obsessively to the fixed notion that 

we have to lead or generate any changes. That makes 

us cling to new ideas. As the reaction of ambiguity 

caused by incessant changes, appreciable, explicit 

visual images are preferred frequently. A preference 

for these apparent visual images is derived from also 

exhausting disputes between left and right ideologi-

cal forces.

By nature, all kinds of changes are dynamic. Dyna-

mism, derived from a turbulent or ever-changing 

state, becomes a prerequisite element of Korean 

culture’s identity. In this culture of dynamism, art-

ists often negate sensuous, emotional visual images, 

preferring instead to rational, apparent ones. This 

tendency takes the mainstream position of Korean 

culture, lending another originality to Korean art.

Kim Kira is one of the artists who demonstrate the 

hallmarks of contemporary Korean art. Kim, how-

ever, goes beyond a strategy to draw the public’s 

attention with novel ideas just by appealing to their 

sensibilities with easily perceived, rational, and direct 

images. He intends to embrace even metaphorical 

contents or sensibilities. (Kim’s early pieces are 

actually like the foods with strong spices and thus 

we become easily addicted to them.) It’s a common 

saying among artists that “Attract viewers’ attention 

within three seconds and make them stay for at least 

30 minutes.”. Kim’s work seems to realize this say-

ing.
제로섬 게임

‘0.000km’
2002 

(Installation view at Gallery LOOP,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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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내가 처음 인연을 맺은<0.000km, 2004, Loop>부

터 Cell>까지 그는 키네틱, 로보틱스, 인터렉티브, 사운드, 

사진, 영상 등 다소 혼돈스러울 정도로 매우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고, 그러한 그의 작업들은 자기목적성과 그에 상

응하는 대

중적인 전달성, 이 두가지 요소를 다양한 언어와 매체를 통

해 매우 창의적인 컨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작

업 <0.000 km 전, 2004, Loop>에서 그는 강한 시각적 

독창성뿐만 아니라 감성적 개념을 매우 효과적으로 공유 

시킨다. 구조적 아날로그 조형물과 시간적 개념의 디지털 

이미지들이 과거와 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 환경에서 자라온 젊은 작가들만

이 가질 수 있는 색다른 미적 감각과 기준을 매우 잘 소화 

시켜서 보여준다. 목재로 만들어진 미니멀한 구조의 계단

과 다리, 시멘트로 감싸여진 갤러리 내부의 벽에 사이버 스

페이스를 체험할 수 있는 3차원 글라스, 지극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러 요소들은 그의 이러한 작업 안에서는 

하나의 체험형 디오라마로 펼쳐진다. 이는 혼돈적 다양성

을 역동적 이미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치환하여 그의 

것으로 흡수해버리는 그의 능력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A security garden as paranoia, 2006>은 동양적 감수

성과 서양적 감수성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사실 이 작

업에서 그가 모은 여러 가지 동양의 정서를 풍기는 작은 오

브제들은 (도자기, 분재, 화분, 불상 등등) 출처가 불분명한 

국적 미상의 오브제들이다. 즉 그가 우리의 것이라 모은 재

료들은 이미 서양의 관점으로 길들어진 재료들인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그의 의도라 볼 수 있다. 많은 한국의 작가

들이 동양성을 외치며 작업을 하지만 현대 미술 시장에서 

단편적 희소성을 추구하며 상품적 가치를 높이려는 이런 

시도는 오히려 전통의 남용이라는 타성에 빠져서 스스로

의 창작의지를 틀 안에 가둬버리고 마는 역기능을 종종 보

여준다. 하지만 그는 오리엔탈리즘의 비판적 성격을 이미 

그의 작업에 내포시켜 한국적이라는 문맥을 모순적 시각

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기서 그는 다시 한번 물질과 탈 

물질, 동양과 서양,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매우 재치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기술적으로 소화시켜서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하이브리드나, 퓨전이라는 단정적인 스타일로 

그의 작업에 대해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그 범주로는 그의 

이 기묘한 혼재를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작업들은 두 다른 상대적 개념의 혼재나 융합이 아닌, 

그걸 넘어선 또다른 이미지로 새롭게 발현하고 있는 것이

다. 그것은 그가 어떤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한 천

착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기묘한 혼재’ 라는 문제

를 매우 명확한 시각적 언어와 매우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

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굳이 미학적 언어

들로 장식적으로 그의 작업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의 전시를 본 사람들은 현대미술의 형이상

학적이다 못해 나르시즘에 빠진 작품들에게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억지로 이해하게 하려고 만드는 불편한 작위적 

강요 없이 그저 그의 작품들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된다. 

이성적이며 직선적이고 은유적 감성이 풍부한 이미지들과 

함께 기발한 아이디어적 컨텍스트로 어우러진 이 기묘한 

혼재가 그 자체로 보는 사람들을 매우 흥미롭게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As presented through his several one-person shows, 

including the 2004 exhibition “0.000 km” at alter-

native space Loop in Seoul and the 2007 exhibition 

“Circuit Diagram “ at project space Cell in London, 

Kim Kira worked in a variety of media: kinetic art, 

robotics, interactive, sound, photography, and video. 

These works look somewhat confusing but convey 

tremendously innovative ideas in his own languages, 

based on the two principles of self-finality and trans-

missibility to the public.

The works exhibited at the “0.000 km”show are 

especially outstanding in its visual creativity and let 

viewers share emotional conceptions very efficiently. 

Through a mixture of architectural installations and 

digital images, the artist shows his own aesthetic 

senses and standards peculiar to the young genera-

tion of Korean artists who were brought up under the 

milieu of distinctive cultures in which the past coex-

ist with the present and the analog with the digital.

Mutually incongruous elements such as minimalist 

wooden steps and bridges and three-dimension-

al glass structures unfold like a diorama. In these 

pieces, Kim eloquently demonstrates his capability so 

naturally converting disquietingly looking diversity 

into dynamic images.

In “A Security Garden As Paranoia” (2006) Kim 

represents Eastern sensibilities exquisitely in har-

mony with Western emotions. The small objects he 

employs like ceramics, houseplants, flowerpots, and 

Buddhist statues profusely emit Oriental emotions 

but their places of origin are virtually unidentified. 

The objects he considered most truly Korean are 

intentionally reproduced from the Western point of 

view.

Although many Korean artists underline the impor-

tance of orientalness with the purpose of raising the 

value of their works in the art market, such attempt 

often causes their creativity to be confined to the 

frame of Korean traditions. Reflecting the critical 

features of Orientalism, his work shows what is truly 

Korean. With tactful ideas and technical dexterity, 

the artist demonstrates the harmony of material and 

non-material, East and West, tradition and progress.

This attempt is often defined with the two terms, hy-

brid and fusion, but these are by no mean sufficient 

in accounting for a weird blending of visual images 

in his pieces. Kim’s work creates more than visual 

images, moving beyond a mixture of two relative-

ly confronting conceptions. That is why the artist 

explores the problem of a weird mixture with an 

extremely obvious visual language and in very new, 

varied manners.

Any aesthetic or rhetorical comments on his art are 

not required any longer. Those who see Kim’s exhi-

bition probably feel interested in this bizarre mixture 

of his rational, explicit visual images and noble ideas 

with abundant metaphorical se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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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Experience + 21st century world
3D animation video as single chennel video installation, projector veiw of HD, Running Time 4 min., 2008

(Screening at the Busan Bienall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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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Experience 
3D animation video as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projector veiw of HD, Running Time 2 m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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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lace of Mirages, a Narrative of Spectacles

Sook-Kyung Lee

Curator, Tate Modern Museum

신기루 궁전, 스펙터클의 서사

이숙경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

“This won’t be a welcoming exhibition” – Kira Kim’s 

head seems to be filled with challenging ideas about 

the space, planning his first solo show in the UK. 

Regardless the customary expectation of the British 

public gallery that focuses on the viewer’s interests, 

Kim insists on the dark and unsettled entrance for 

his show, titled ‘A Palace of Mirages’. The space he 

plans resembles a random corner of a metropolis, 

far from the white cube of an art gallery – a narrow 

darkened corridor that just allows the access of a 

wheelchair, following the advice from the gallery 

whose policy emphases inclusion and accessibility, 

a neon sign blinking like the signboard of a seedy 

Soho shop, the billboard ‘coca-killer’ dominating the 

viewing area that gave the viewer a brief breathing 

space, and large speakers from which the mixture of 

indistinguishable noise and radio signals are trans-

ferred aimlessly.

The words ‘mirages’ and ‘palace’ provide us a use-

ful base for the understanding of Kira Kim’s work. 

Bound up with the symbolic images of consumer 

society that surround our daily lives, his work refers 

the essence of these images that is seemingly opu-

lent but fundamentally illusive. The LED installation 

Coca-Killer is exemplary in showing the characteris-

tics of the artist’s approach to his subject matter that 

is point-blank direct rather than symbolic or meta-

phoric. ‘Coca-cola’, a familiar icon of mass produc-

tion and mass consumerism that has been employed 

by several contemporary artists including Andy 

Warhol, certainly is the basic subject of this piece. 

“친절한 전시는 아니거든요”. 영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앞

둔 작가 김기라의 머리속에는 이미 전시 공간과 동선에 대

한 도전적인 의도가 가득 차 있다. 관객 중심의 전시 문화

가 압도적인 영국 미술계의 관행에는 아랑곳없이, 김기라

는 <신기루 궁전>을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로 시작하려 한

다. 장애인도 전시 관람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갤러리의 

조언에 겨우 휠췌어가 통과할 만한 넓이로 맞춰진 좁고 어

두운 복도, 그 끝에 소호의 외진 간판 불빛처럼 깜박이는 

네온 사인, 이 틈을 벗어나자마자 이내 다시 시야를 가득 

채워버리는 ‘코카 킬러’ 광고판, 구별이 불가능한 소음과 

라디오 방송이 복합되어 흘러나오는 대형 스피커 등, 작가

가 그려내는 공간은 전시장이라기 보다는 여느 대도시의 

한 구석을 따 온 듯한 모습이다.

‘신기루’와 ‘궁전’은 김기라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좋은 실

마리를 제공하는 단어들이다.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는 

소비사회의 상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그의 작업은 궁

전처럼 화려하지만 신기루에 불과한 이들 이미지의 속성

을 직접적으로 지칭한다. 빌보드 간판 형식을 빌린 LED 작

업 [코카 킬러]는 상징이나 은유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대

상과 맞닥뜨리는 김기라 작품의 특징을 무엇보다 잘 보여

주는 경우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상징적인 도상으로 

앤디 워홀 등 팝 아트 계열의 작가들을 통해 미술의 영역에

서도 자주 다뤄진 ‘코카 콜라’는, 당연히 이 작업의 기본 소

재다. 그러나 [코카 킬러]는 이런 서양 작가들의 작업보다

는 한국 민중미술이 보여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비판과 

보다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다.  한옥을 차지하고 앉

은 코카 콜라병을 통해 박불똥이 [불한당]에서 보여주었던 

공격적인 풍자가 이 상징적 도상에 대한 80년대의 비판적 

시각을 대표하는 것이었다면, 김기라의 [코카 킬러]가 보

여주는 것은 이런 불평등한 자본과 권력 구조가 일상으로 

스며든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세대의 아이러니한 감성이

However, Coca-Killer is more closely linked with the 

critique of American-led capitalism shown in the po-

litical art of Korean ‘Minjung Misool’ (People’s Art). 

Whilst the aggressive satire Park Bulddong showed in 

his painting Bul-han-dang (Hooligan), where a ‘co-

ca-cola’ bottle occupied a traditional Korean house, 

represents the 80’s critical sensibility towards this 

symbolic icon, Kim’s work shows the ironic stance 

of his generation whose adolescent years were over-

whelmed by the amalgamation of such unfair capital-

ism and power relations in everyday life. The power 

of spectacles is emphasised here, fascinating viewers 

with its undeniable lure that surpasses moral judge-

ment or political awareness.

Kim’s continuous interest in the intrinsic structure of 

power reaches to another level with his recent work, 

The Secret Garden as a Paranoia. The artist points 

out the vestiges of colonialism in the discourse of 

cultural differences, pursuing his critiques of social 
Encounter with Reece_ordinary days, 2006-2007, 2ch video works_

interview and real life & 2006-2007, Photography, 120x260cm

 

Dance Dance, 2001, Single channel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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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덕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이해를 압도하는 스펙터

클의 힘은 이를 부정하고자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끌리고

야 마는 관객의 시각적 경험을 통해 재현된다.

김기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일상 이면의 권력 구

조는 [파라노이아로서의 비밀 정원]을 통해 보다 확장된 

주제로 나타난다.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을 지적하며 주변

인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다뤄온 작가는, 여전히 식

민주의적 잔재를 안고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담론을 재

조명한다. 이른바 ‘한국적’ 혹은 ‘동양적’ 도상으로 받아들

여지는 전통 도자와 분재 등을 진열하여, 실제로는 이들

이 얼마나 무국적적이며 정형적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

는 이 작품을 통해, 김기라는 한 걸음 더 주변인의 입장으

로 가까와지는 모습이다. 장애인, ‘아줌마’, 조직 폭력배 등

을 주인공으로 한 이전 작품들이 이런 주변인들과의 내면

적 동일화 대신 다소 표면적인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inequality and prejudice in regard to the issue of 

marginalisation. By displaying traditional style china 

and miniature plant that are associated with so called 

‘Korean’ or ‘Oriental’ images, he reveals the paradox-

ical nature of these denationalised and stereotypical 

icons. Whilst Kim’s previous work seemed to retain 

certain distances from their subjects, like people 

with disabilities, full-time housewives and organised 

gang members, this installation piece forms a more 

subjective yet layered meaning that allows a diverse 

interpretation.

The series of still-life paintings shown for the first 

time in this exhibition shares a similar theme with 

Coca-Killer, dealing with issues of multi-national 

capitalism and mass consumerism. Based on the 

했던 데 반해, [파라노이아…]는 보다 두터운 의미층을 형

성하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번 개인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정물화들은 다국적 자본

과 대량 소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코카 킬러]

와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스타벅스, 맥도널드, 버거킹 등

의 다국적 체인들이 세계 곳곳의 도시와 사람들의 일상을 

똑같은 모습으로 장악하는 데 바탕을 둔 이 작품들은, 서양

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박 액자의 유

화 형식을 빌림으로써, [파라노이아…]에서 제기한 차이의 

정치학을 상반된 입장에서 재고하고 있기도 하다. 서양인

들의 눈에 비친 동양의 문화가 획일화되고 정형화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김기라의 눈에 비친 서양 회화 또한 

하나의 뭉뚱그려진 이미지로 환원되고 말기 때문이다. 한

편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기원을 지닌 17세기 북유럽 정물

화에서 차용한 파리와 벌레 등은, 세속의 풍요로움은 헛되

realisation of standardised metropolitan lives, this 

work suggests a counter-balancing viewpoint that 

completes the reconsideration of the politics of 

differences raised in The Secret Garden. Employing 

the form of Western oil painting with golden frames, 

Kim shows how these oil paintings could be reduced 

to an indistinguishable mess of images to a Korean 

artist just like the Eastern culture could become uni-

form and archetypal to Western viewers. Besides, the 

flies and bugs adopted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Northern European still-life paintings convey the 

ethical and religious themes of the traditional genre 

of painting into the realm of contemporary consum-

erism.

The plan to organise a Korean artist’s solo show in a 

Encounter with Reece_ordinary days, 2006-2007, 2ch video works_interview and real life & 2006-2007, 
Photography, 120x2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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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public gallery had stemmed from my person-

al intention to overcome the limits of nation-based 

group exhibitions that obscure the distinctiveness of 

individual artists and to resolve the misunderstand-

ing created by the ambiguous notion of ‘Korean-ness’ 

in terms of the production and reception of Korean 

artists’ works. While valuing the diverse aspects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troduced to British 

audience previously, I believe that it is required to 

disperse the emphasis from the artist’s nationality all 

the more.

The King’s Lynn Arts Centre is known for its educa-

tional programmes and wide audience base that are 

firmly bound up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Arts 

Centre’s public programmes range from specified 

education programmes for children, the youth and 

adults, to workshops for socially marginalised groups 

of people including young offenders, single mothe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Unlike conventional 

art education that focuses on technical aspects, this 

organisation has developed innovative programmes 

that emphasise the creative interpretation of the 

exhibitions held at the Arts Centre. The programmes 

extend the boundary of contemporary art, still re-

garded as ‘high art’ at times, into the more accessible 

and comprehensible realm of everyday life, reflecting 

the philosophy behind the Arts Centre’s policy that 

prioritises what matters in life.

Following the Arts Centre’s vision and strategy, 

Kira Kim is running workshops accompanying his 

solo show. They will provide the participants with 

a chance to experience creative process using pho-

tography and video, and the main participants will 

include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 

youths from the Pupil Referral Unit. Since Kim has 

worked with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opportunity will offer him a 

고 순간적일 뿐이라는 당시 정물화의 은유를 오늘날의 소

비주의와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한국 미술가의 개인전을 영국의 공공 갤러리에서 열고자 

한 계획은, 한 나라의 작가들을 마치 한 유형의 작가군처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그룹전의 한계를 넘고, 이른바 ‘한국

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만들어내는 창작과 수용 면에서

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인적 바램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그룹전과 프로젝트들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단

면들이 꾸준히 소개되어 온 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적

보다는 작품 위주의 기획과 전시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킹즈린 아트 센터는 영국의 많은 공공 갤러리 중에서도 특

히 지역 사회에 굳건히 바탕을 둔 교육 프로그램과 폭넓은 

관객층으로 잘 알려진 기관이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로 구체화된 프로그램 외에도 장애인, 퇴학생, 미혼

모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는 이 아트 센터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미술 수업 대신 전시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된 창의적 해

석 위주의 교육 방식을 선구적으로 개척해온 곳이다. 영국

에서도 여전히 ‘고급 예술’로 인식되고 있는 현대 미술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이곳의 프로그램들은, 미술보다 삶을 우선시하는 킹즈린 

아트 센터의 운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작가 김기라 또한 이런 아트 센터의 기존 운영 방침과 뜻을 

같이 하여, 개인전과 병행한 워크숍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과 비디오를 이용하여 참여자들 모두가 창작의 과정

을 경험하게 될 워크숍들은 특히 장애인과 문제 청소년들

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장애인들과

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 작가에게, 이번 워크숍은 다

른 사회적 맥락이 제공하는 낯설면서도 동질적인 문제들

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경험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김기라

의 새로운 워크숍이 주로 영국 작가들에 의해 운영되어온 

이전 교육 프로그램들과 어떤 차이나 공통점을 보여줄 것

일지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최근 영국 사회가 특히 주

목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 

또한, 김기라의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할만큼 넘쳐나는 스펙터클의 파편을 통해 새로운 서

사를 구축해가는 김기라 작업의 특성 상, 전시장 전체를 극

적인 세트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은퇴한 

무대 디자인 전문가의 손을 빌린 새로운 전시 공간에는 선

명한 구분과 애매한 중첩이 공존한다. 어두운 입구에서 시

작하여 차츰 밝아지는 공간으로 유도되는 관객의 동선은 

시간적인 흐름을 중시하는 서술 구조에 상응하며, 이는 작

가가 펼쳐내는 서사의 맥으로 이어진다. 적극적으로 이미

지를 생산할 뿐 아니라 기존의 도상과 상징을 거리낌없이 

소비하고 재구성하는 김기라는, 때로는 소리와 음악을 도

입하여 기억의 잔재를 모아내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감각

에 의존하든, 이야기꾼으로서의 김기라의 천성은 작품 곳

곳에서 숨김 없이 드러난다. 

지금까지의 작품들이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가

기 위한 동기들이었다면,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위해 빈 자리를 남길 줄 아는 작가로 변해야 할 지 모르겠

다. 한 두 마디 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강렬한 이야기가 

주는 매력이 있는 반면, 자꾸 들어도 지루해지지 않는 속 

깊은 이야기의 장점이 있고, 스스로가 풀어내는 줄거리의 

선명함이 오해를 피하는 반면, 남의 말을 들으며 공유하는 

소통의 즐거움은 서사 자체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wider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social prejudice 

in the British context, which might lead to a different 

or surprisingly similar indication. It might also be 

interesting to see how Kim’s workshops will compare 

with the Arts Centre’s previous programmes largely 

led by British/ Western artists. The current interest in 

racial, cultural and social ‘diversity’ will be enriched 

by Kim’s contribution, too.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im’s work that ar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new narratives using 

the fragments of abundant spectacles, it was integral 

to transform the whole gallery space into a dramatic 

set. The space constructed by a stage specialist con-

sists of clear distinctions as well as uncertain blends. 

The viewer begins the journey from the dark en-

trance towards the gradually brightening space that 

corresponds to the narrative’s sequential structure. 

The artist freely consumes and reconstructs existing 

icons and symbols while creating new images, and 

gathers the shards of memories by employing sound 

and music elements. In any case, Kim’s natural apti-

tude as a story teller can be found in various places.

Whereas his previous works have formed the motives 

for stories he desired to tell, it seems that now is the 

time for the artist to create a room for other voices. 

A thought provoking narrative never tires out the 

audience, though a fascinating story makes an im-

mediate connection with listeners. It might be worth 

noting that the pleasure of a shared communication 

broadens the narrative itself, while the clarity of 

self-explanatory stories avoids any mis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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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view at King’s Lynn Art Centre, U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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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Gogo: New Era of Korean Art 2009, The Bienniel of Graphic Arts, Cankarjevdom Gallery, 루블라냐, 슬로베니아 

 식사의 의미 – 여덟 가지 이야기, 고양 아람누리 아람 미술관, 고양, 한국

 Doors Open – Don’t Panic, Sylvia Wald and Po Kim Gallery, 뉴욕, 미국

 Doors Open – Open Doors,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미국

 Saving by Design Plus+ , 한국 디자인 문화 재단, 서울, 한국

2008 Modest Monuments: Contemporary Art from Korea, 킹스린아트센터, 노르폭, 영국 

 Correspondence,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낭비, 부산 비엔날레, 부산요트경기장, 부산, 한국

 Incheon Art Cl ub 2013 PLATFORM FESTIVAL & 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on, Korea.

 The 3th IPAP Interview with Beangnyeong Island 525,600 time, INCHEON ART PLATFORM, Inchon, Korea.

 The 3th IPAP Interview with Beangnyeong Island 525,600 time, Bunker # 7 NLL Beangnyeong Island, Korea

 TRANSFORM Exhibition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 Korean Cultural Center, Bangkok, Tiland 

 PLAY, Seoul Art centre, Seoul, Korea 

 Corea Campanella in Venice 2013- what if _in venice, HOTEL Amadeus and Hotel Principe. Venice, Italy

 Archive,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Historical Parade ; Images from elsewhere, Art Lab AIch Nagoya, Japan

 Move on Asia, ZKM, Karlsruhe, Germany

 New & Now_2012 New Collection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2  Dream Walking in the Magical Real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Kwachon, Korea

 TOTAL SUPPORT 2012,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Move on Asia, CASA ASIA, LABORAL Art cnetre, Spain

 Historical Parade ; Images from elsewhere, CASO SPACE GALLERY, Osaka, Japan

 Cynical resistance, Canvas International gallery, Amsterdam, Netherlands

 Cynical resistance, Nieuw Dakota  project gallery, Amsterdam, Netherlands

 Historical Parade ; Images from elsewhere, Nam Seoul annex of the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SHOW MUST GO ON _ presentation in Chelsea college, London, UK

 Thoughts on Body,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Move on Asia, Seogyo art center, Seoul, Korea.

 12Rooms _ 12 Events, Seoul Museum of Art, Korea

 IN THE LOOP,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2011  The spectrum of Korean art, Kaohsiung museum of fine arts, Taiwan

 TOTAL SUPPORT 2011,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Two gardens, Nanji studio gallery, Seoul, Korea

 5th Open studio_ Nanji Studio, Seoul, Korea

 Root of Imagination, gallery absinthe, Seoul, Korea

 Fashion into Art, Samsung Museum PLATEAU, Seoul, Korea

 Korean Rhapsody - Crossing the history, Samsung Leeum Museum, Seoul,Korea

  Moving Fast - Inspirational Pan-Asian Artists Screening, Loop gallery, Seoul, Korea 

2010 Enormous eyes, The Guild Mumbai, Mumbai, India

  City States – Media Landscape, Zone East, Liverpool Biennial 2010, Contemporary Urban Centre, Liverpool, UK; The Korean 
Cultural Centre UK, London, UK 

 Korean Contemporary Art, PLASTIC GARDEN, Minsheng Art Museum, Shanghai, China

 ‘A' Documenta, King's Lynn Art Centre, Norfolk, UK

 A Different Similarity – Aktuelle Kunst aus Korea, Kunstverein Bochum, Bochum, Germany 

2009  Variet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Beginning of New Er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Peppermint Candy: Contemporary Art from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A Different Similarity: Towards the Sea, SantralIstanbul, Istanbul, Turkey

 Trans-Dimensional Interesting Dynamics in New Korean Painting, Prague Biennale, Karlin Hall, Prague, Czech Republic

 After Gogo: New Era of Korean Art 2009, The Bienniel of Graphic Arts, Cankarjevdom Gallery, Ljubljana, Slovenia

 The Meaning of Meals – Eight Stories, Goyang Aram Nuri Aram Art Gallery, Goyang, Korea

 Doors Open – Don’t Panic, Sylvia Wald and Po Kim Gallery, New York, USA

 Doors Open – Open Doors, Gallery Korea of the Korean Culture Service NY, New York, USA

 Saving by Design Plus+, Korea Design Foundation, Seoul, Korea

2008  Modest Monuments: Contemporary Art from Korea, King's Lynn Art Centre, Norfolk, UK

 Correspondence, Artsonje Center, Seoul, Korea

 Expenditure, Busan Biennale 2008, Busan Yachting Range,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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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회 난징 트리엔날레 2008, 난징 미술관, 난징, 중국

 Design Made 2008-Saving by Design,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서울, 한국

 2008 Catlin Art prize, LSO Space, 런던, 영국

 일탈의 기술, 인터알리아, 서울, 한국

 Good Morning, Mr. Nam June PAIK, 런던 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Is the World Flat?, Arti et Amicitiae,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07 hey jude, 갤러리 로얄, 서울, 한국

 The art of consumption, White Cross Gallery, 런던, 영국

 Black Powder + White Party, 경희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Jungle Juice, 갤러리 엠, 서울, 한국

 아시아 미술의 만남, 제 2회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포천, 한국

 Contemporary Korean Art – Wonderland, 중국국립미술관, 베이징, 중국

 Multiple Intimacy, Osman Hamdi Exhibition Space, Mimar Sinan  대학교, 이스탄불, 터키

  Contemporary Art from Korea- Peppermint Candy,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현대미술관, 
산티아고, 칠레

 Postgraduate Visual Arts Degree Show 2007, Goldsmiths College, 런던, 영국

 Pilot :3- Live Archive for Artists & Curators, Monastery of St. Damien and St. Cosimo, La Giudecca, 베니스, 이탈리아

 Free Particles: New Generation of Korean Artists in Europ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프랑스

 The Drawing Show, 갤러리 팩토리, 서울, 한국

 A Matter of Urbanity, Among Other Things (Cuestiones, entre otras, de urbanidad), Canal de Isabel II, 마드리드, 스페인

2006 Still Dynamics: The Korean Contemporary Art Show, The Jerwood Space, 런던, 영국

 Alllooksame? / Tuttuguale?- Art from China, Japan and Korea,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토리노, 이탈리아

 Circuit Diagram London: An exchange of curatorial Ideas from Britain, Japan & Korea, Cell Project Space, 런던, 영국

 Art in Life - Living Furniture, 부산 비엔날레,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 한국

 EXPOSED: black box & crystal ball, Harrods Department Store, 런던, 영국; London County Hall, 런던, 영국 

 On Difference #2, 뷔어템베르기셔 쿤스트페어라인, 슈투트가르트, 독일

2005 ATTITUDE: video/ short & experimental film/ photography festival, Cultural Center Magaza, 비톨라, 마케도니아

 제 1회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2005, 포천 반월 아트홀, 포천, 한국

 OK, Video SUB/VERSION, Jakarta Video Festival, Galeri Nasional Indonesia,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Banana Surfer, 이음갤러리, 베이징, 중국

 Post IMF, Art Ark Gallery, 상해, 중국

2004 Digital Homo Ludens (Game and Play), 미디어시티 서울 -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JACK!, Contemporary Art and Spirits, 오사카, 일본

  Il gioco dell’assurdo – il corpo ludico (The Game of the Absurd – The Body Play), Video. IT 2004 – Il Gioco del Corpo, 
ESPACE, 토리노, 이탈리아

 The Hall – The Cutting Edge East Asia, 칭화대학교 미술관, 북경, 중국 

 SeNef (서울넷페스티벌), 헐리우드극장, 서울, 한국 

 Digispace 2004, 갤러리 더 스페이스, 서울, 한국

  Move on Asia: Animation & Single Channel Video Art Festival, SBS 목동 방송센터, 서울, 한국; Remo, 오사카, 일본; +Gallery, 나
고야, 일본

 Young Artist 네트워크전 – 사랑지도 대구편,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MAC (Media, Art, Culture) 2004: Crash and Flow, 신촌 아트페스티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울, 한국

 Unusual Combination, +Gallery , 나고야, 일본

 SEFORMA (Seoul Forum for Media Art), 아트센터 나비, 서울, 한국 

  Out the Window: Spaces of Distraction,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도쿄, 일본; 프로젝트 스페이스 집, 서울, 한국; DDM 
Warehouse, 상해, 중국

 Thai Film Festival, 방콕, 태국 

 M Gallery , 아트센터 나비, 서울, 한국

 AVICON (Asia Videoart Conference), VIDEO ART CENTER Tokyo, 도쿄, 일본; Selasar Sunaryo Art Space, 반둥, 인도네시아

2003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The 3rd Nanjing Triennial  2008, Nanjing Museum, Nanjing, China

 Design Made 2008-Saving by Design, Hangaram Design Museum, Seoul, Korea

 2008 Catlin Art Prize, LSO Space, London, UK

 Technique of Deviation, Interalia Art Company, Seoul, Korea

 Good Morning, Mr. Nam June PAIK, Korean Cultural Centre UK, London, UK

 Is the World Flat?, Arti et Amicitiae, Amsterdam, Netherlands

2007 hey jude, Gallery Royal, Seoul, Korea

 The art of consumption, White Cross Gallery, London, UK

 Black Powder + White Party, Kyung Hee University Museum of Arts, Seoul, Korea

 Jungle Juice, Gallery em, Seoul, Korea

 Encounter with Contemporary Asian Art, Pocheon Asia Biennale 2007, Pocheon Banweol Art Hall, Pocheon, Korea

 Contemporary Korean Art – Wonderland,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Beijing, China

 Multiple Intimacy, Osman Hamdi Exhibition Space, Mimar Sinan University, Istanbul, Turkey

  Contemporary Art from Korea – Peppermint Candy,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Buenos Aires, Argent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ntiago, Chile

 Postgraduate Visual Arts Degree Show 2007, Goldsmiths College, London, UK

 Pilot :3 – Live Archive for Artists & Curators, Monastery of St. Damien and St. Cosimo, La Giudecca, Venice, Italy

 Free Particles: New Generation of Korean Artists in Europ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The Drawing Show, Gallery Factory, Seoul, Korea

 A Matter of Urbanity, Among Other Things (Cuestiones, entre otras, de urbanidad), Canal de Isabel II, Madrid, Spain

2006 Still Dynamics: The Korean Contemporary Art Show, The Jerwood Space, London, UK

 Alllooksame? / Tutttuguale? – Art from China, Japan and Korea,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Torino, Italy

 Circuit Diagram London: An exchange of curatorial ideas from Britain, Japan & Korea, Cell Project Space, London, UK

 Art in Life – Living Furniture, Busan Biennale 2006, Haeundae Beach, Busan, Korea

 EXPOSED: black box & crystal ball, Harrods Department Store, London, UK; London County Hall, London, UK

 On Difference #2,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Stuttgart, Germany

2005 ATTITUDE: video/ short & experimental film/ photography festival, Cultural Center Magaza, Bitola, Macedonia

 1st Pocheon Asia Biennale 2005, Pocheon Banweol Art Hall, Pocheon, Korea

 OK. Video  SUB/VERSION, Jakarta Video Festival, Galeri Nasional Indonesia, Jakarta, Indonesia

 Banana Surfer, Ieum Gallery, Beijing, China

 Post IMF, Art Ark Gallery, Shanghai, China

2004  Digital Homo Ludens (Game and Play), Media City Seoul – International Biennale of Media Art,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JACK!, Contemporary Art and Spirits, Osaka, Japan   

  Il gioco dell’assurdo – il corpo ludico (The Game of the Absurd – The Body Play), Video. IT 2004 – Il Gioco del Corpo, 
ESPACE, Torino, Italy

 The Hall – The Cutting Edge East Asia, Tsinghua University Museum of Art, Beijing, China 

 SeNef (Seoul Net Festival), Hollywood Cinema, Seoul, Korea 

 Digispace 2004, Gallery THE SPACE, Seoul, Korea

  Move on Asia: Animation & Single Channel Video Art Festival, SBS Broadcasting Center Mokdong, Seoul, Korea; Remo, 
Osaka, Japan; + Gallery, Nagoya, Japan

 Young Artist Network, LOVE MAP, Daegu Cultural Center, Daegu, Korea 

 MAC (Media, Art, Culture) 2004: Crash and Flow, Sinchon Art Festival,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Seoul, Korea 

 Unusual Combination, + Gallery, Nagoya, Japan

 SEFORMA (Seoul Forum for Media Art), Art Center Nabi, Seoul, Korea 

  Out the Window: Spaces of Distraction,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Tokyo, Japan; Project Space Zip, Seoul, Korea; DDM 
Warehouse, Shanghai, China 

 Thai Film Festival, Bangkok, Thailand 

 M Gallery, Art Center Nabi, Seoul, Korea

 AVICON (Asia Videoart Conference), VIDEOART CENTER Tokyo, Japan; Selasar Sunaryo Art Space, Bandung, Indonesia

2003 Books in Resemblance of Persons, Persons in Resemblance of Books, Kumho Museum,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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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ff MIND (전주국제영화제 – Mobile INteractive Digital), [plug.in], 바젤, 스위스

 Where is my friend's home?, Rooseum Center for Contemporary Art, 말뫼, 스웨덴

 Dumbo Art Festival, 뉴욕, 미국 

 Video on Demand, 갤러리피치, 서울, 한국

 Digital Salon, Art Space Hue (休), 서울, 한국

 Wedding,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Circle for Circle, 갤러리 피쉬, 서울, 한국

 S.O.S.: Junge Kunst aus Korea (한국의 젊은 작가들), Galerie Weisser Elefant, 베를린, 독일

 CITY ZOOM 2003, International Film & Art Festival, 브레멘, 독일 

 Mobile INteractive Digital, 전주국제영화제 (JIFF), 전주, 한국 

 Charity, 쌈지스페이스, 서울, 한국

 International +System, Video Festival 2002-2003, BizArt Center, 상해, 중국 

 이름찍기,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2002 비주얼 실험변수, 제 2회 인디비디오페스티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서울, 한국 

 충돌,, 제 28회 서울독립영화제 (SIFF 2002), 서울아트시네마, 서울, 한국; 미로 스페이스, 서울, 한국 

 럭키서울, 대안공간 네트워크전 – 도시와 영상 “체감서울”, 갤러리 보다 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Coming to Our House, Darling Art Foundation, 서울, 한국

  한민족의 빛과 색,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Iwate Prefectural Museum of Art, 이와테, 일본; Osaka Museum of Modern Art, 
오사카, 일본; Aichi Prefectural Museum of Art, 나고야, 일본 

 Living Furniture,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안양, 한국

 Real_interface: swimming across your eyes, 스페이스 이마, 서울, 한국

 인터프로젝트 공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한국 

 우리 안의 천국, 한국문화재단 아트센터, 서울, 한국

수상 및 레지던시

2014 금천예술공장 선정작가, 서울, 한국

2013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작가, 인천, 한국

2012 한국 –독일 NRW 프로그램 작가 선정지원, 뒤셀도르프- 하겐 –본, 독일.

2011 두산아트 레지던시-뉴욕

2010-11 난지 창작 스튜디오 5기 입주 작가, 서울, 한국

2009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장관표창),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서울, 한국 

2008 롤렉스 멘토와 프로테제 후보, 제네바, 스위스 

 2008 Catlin 미술상 후보, 런던, 영국 

 국립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 

2007 개인전 신기루궁전을 위한 British Council지원 

 국립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 

작품소장

 Jiff MIND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Mobile INteractive Digital), [plug.in], Basel, Switzerland

 Where is my friend's home?, Rooseum Center for Contemporary Art, Malmö, Sweden

 Dumbo Art Festival, New York, NY, USA 

 Video on Demand, Galerie PICI, Seoul, Korea

 Digital Salon, Art Space Hue(休), Seoul, Korea

 Wedding,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Circle for Circle, Gallery FISH, Seoul, Korea

 S.O.S.: Junge Kunst aus Korea (Young Artists from Korea), Galerie Weisser Elefant, Berlin, Germany

 CITY ZOOM 2003, International Film & Art Festival, Bremen, Germany

 Mobile INteractive Digital,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IFF), Jeonju, Korea

 Charity, Ssamzie Space, Seoul, Korea

 International +System, Video Festival 2002-2003, BizArt Center, Shanghai, China

 A Name Card,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2002 Variables in the Visual Experiment, The 2nd Indie Video Festival, i-Gong Alternative Visual Culture Factory, Seoul, Korea 

 Crash,, The 28th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SIFF 2002), Seoul Art Cinema, Seoul, Korea; Miro Space, Seoul, Korea 

  Lucky Seoul, the Alternative Space Network Exhibition – City and Visual Images “My Own Private Seoul”, gallery boda 
contemporary, Seoul, Korea

 Coming to Our House, Darling Art Foundation, Seoul, Korea

  The Color of Kore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Iwate Prefectural Museum of Art, Iwate, Japan; Osaka Museum of 
Modern Art, Osaka, Japan; Aichi Prefectural Museum of Art, Nagoya, Jepan 

 Living Furniture, supplement space Stone & Water, Anyang, Korea

 Real_interface : swimming across your eyes, Space imA, Seoul, Korea

 Interproject – Symbiosis,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Korea 

 Paradise Among Us, Korea Culture Art Foundation (KCAF) Art Center, Seoul, Korea

AWARDS AND RESIDENCIES

2014 Geumcheon Art Residency, Seoul. Korea

2013 Inchon Art Platform Residency, Inchon, Korea

2012 Transfer Korea-Germany NRW 2013 artist, Kunsthalle Düsseldorf Germany

2011 Doosan Residency Artist, New York, US

2010 Nanji Art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9  Today's Young Artist Priz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Korea

2008  Nominated the Rolex Mentor and Protégé Arts Initiative, Geneva, Switzerland

 Nominated 2008 Catlin Art Prize, London, UK 

 The National Art Studio – Changdong, Seoul, Korea

2007 Solo exhibition, A Palace of Mirages, at King's Lynn Arts Centre  supported by British Council, UK

 The National Art Studio – Changdong, Seoul, Korea

COLLECTIONS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몽인 아트 센터, 서울, 한국

킹스린 아트센터, 노르폭, 영국

국제갤러리, 서울, 한국

사무소: 현대미술을 위한 공간, 서울, 한국 

쌈지스페이스, 서울, 한국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계원예술고등학교, 성남, 한국

+ Gallery, 나고야, 일본

F2 Gallery, 베이징, 중국

테이트 멤버 컬렉션, 런던, 영국

두산아트센터, 서울,한국-뉴욕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Gyeonggi Museum of Art, Ansan, Korea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Mongin Art Center, Seoul, Korea

King's Lynn Art Centre, Norfolk, UK

Kukje Gallery, Seoul, Korea

SAMUSO: space for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Ssamzie Space, Seoul, Korea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Kaywon High School of Arts, Seongnam, Korea

+ Gallery, Nagoya, Japan

F2 Gallery, Beijing, China

Tate Members Collecti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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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rtist Lunchbox〉,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2012 〈두개의 문, 김기라, 신학철 2인전〉, Gallery 157, 서울, 한국 

2010 〈공동선_모든산에 오르라!〉, 두산아트센터, 서울 한국 

 〈Great Deed Great Death〉, 분더샵, 서울, 한국 

2009 〈WOW This wonderful world〉, 분더샵, 서울, 한국 

 〈Super Mega Factory〉, 국제갤러리,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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