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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청년관을위한예술행동 전시기획팀

공간 사정상 실제 작품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청년관 죽순이(@cheongnyeonLOVE) 트위터 계정이

변경된 장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MAP



1人 규방 철학-규방 공예(실외), 2015 

비닐 끈, 지푸라기, 이불, 파니에, 실, 

솜, 샤워그물망, 스팽글, PVC, 깃털 등 

혼합재료, 가변크기, 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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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TABLE
장영주

제 9전시실
사행성

두꺼비집
양반김

햄튜브쇼
최승현

둥근요구
서섬

미술관에 들어가기
언니모자

1人 규방 철학-규방 공예
한예슬

양씨와 김씨로 결성된 양반김 프로젝트팀은 

국립현대미술관 근방에서 흙을 구해 두꺼비집 놀이를 

한다. 양씨와 김씨는 나란히 앉아 가운데 놓인 흙을 

순서대로 가져간다. 흙 정상에 있던 깃발이 무너지면 

가지고 갔던 흙으로 각자의 두꺼비집을 만든다. 

핸드폰에서는 정신없는 두꺼비집 노래가 흘러나온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입구에 2명의 퍼포머가 

문에 붙어 선다. 미술관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퍼포먼스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침해하는 듯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퍼포머의 

시선을 느끼며 문을 지나고 나면, 이러한 의식을 통해 

입장해야 하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입장한다- 미술관에’ 라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상기

하여 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곳' 에 온 청년은 '이 곳'에서나 

당신이 속한 그 곳에서나 자신의 정체성이 

한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합법적으로 제한된 자유에 속한 청년은

'이 곳'의 제도와 틀에서 벗어나길 시도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청년은 '이 곳'에서 불청객이며 

허락될 수 없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곳'의 청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이라도 '이 곳'과 그 곳으로의 

발언을 하고자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존재하지 않는 9전시실을 

실내 방한용 텐트로 재현한다. 미술관이라는 

공간 앞에 관객과 작품과 작가는 위축된다.

그러나 제 9전시실에서는 관객과 작가가 커지고 

공간이 작아지는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작품은, 언제나 그렇듯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의견이 많아질수록 그 발언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요구들은 처음의 의도보다 점점 둥글게 

깎여지고. 뾰족하게 날을 세운 이야기들은 거대한 

공과 같아진다. 우습게도 무엇 하나 찌를 수 없을 만큼 

둥글어진 이야기들을 굴려가면서.

우리는 이 ‘둥근’ 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리해 보려한다.

+ 공을 굴리는 27가지 방법.

햄튜브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토크쇼를 진행한다.

쇼는 아프리카 티브이로 독점 생중계된다.

시간표

김몽니 

쉬는시간(싱어송라이터) 

이자혜 

쉬는시간(기타히어로) 

김꽃비 

쉬는시간(뮤지컬게스트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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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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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14일 홍익대 홍문관 R동 

724호에서 열렸던 ‘청년관을 위한 예술행동-SAVE 

THE MUSEUM’ 2회차 라운드테이블 

<다수의 발언자들> 당시 모습을 국현 앞마당에 

설치 작업물로 재현한다. 공공 제도권-기관에 대해 

개인이 목소리를 내어 주장을 펼칠 때 사용하는 

가장 보통의 방식은 팻말에 문구를 적어 들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업도 그렇게 목소리를 

한켠에서 묵묵히 내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06:00 02:00 03:00

02:00 03:55 03:55

03:55 03:55 02:00

oil on canvas, 90.9 x 72.7cm, 2012
etherⅠ

90.9 x 72.7cm, oil on canvas, 2012
etherⅡ

1人 규방 철학-규방 공예(실내), 2015 

비닐 끈, 지푸라기, 이불, 파니에, 실, 

솜, 샤워그물망, 스팽글, PVC, 깃털 등 

혼합재료, 가변크기, 한예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