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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d by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to commemorate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s 
fortieth anniversary, MaytoDay aims 
to shed light on the movement’s 
legacies by examining works 
presented at previous editions of 
the Gwangju Biennale. As its title 
implies, MaytoDay draws attention 
to the lasting effects, everydayness, 
and micro-histories of the May 18 
spirit, and seeks to situate this 
discourse amid us today. Since last 
May, MaytoDay mounted a sequence 
of projects in Seoul, Taipei, Cologne 
and Gwangju in collaboration 
with invited curators. Through 
them, it sought to investigate the 
contemporary and transnational 
resonanc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s a long-term project, 
MaytoDay continues this year by 
exploring the histories and meanings 
of the May 18 within the contemporary 
context with the work of twelve artists 
either born or based in Gwangju. 

《메이투데이(MaytoDay)》는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선보였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작품들을 연구하고 
전시로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메이투데이》는 제목이 시사하듯 5월(May)의 
일상성(day)을 이야기하고 그 시점을 
현재(today)로 되돌린다. 지난 25년 동안 
축적되어온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기록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 맥락화하고, 전시를 
통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연결하고자 서울과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질곡의 역사와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쾰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연대를 도모했다. 작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린 전시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각 지역의 기획자와 
함께 현재도 유효한 민주주의의 동시대성을 
다층적으로 다루고, 서로 다른 도시의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광주의 이야기를 중첩시켰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메이투데이》는 
2021년 5월을 맞아 광주 출생 및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현대사회와 
공명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예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메이투데이

About Ma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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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ouses to offices and public 
spaces, the on-going pandemic has 
redefined the borders shaping the 
realms in which we live or through 
which we pass. During the process of 
battling COVID-19, hospitals became 
the most symbolic and critical sites 
of this ‘new normal’ era. At a moment 
when our radically transformed day-
to-day lives provoke new questions 
about the way democracy operates, 
this exhibition revisits the abandoned 
and obsolete site of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with 
the work of twelve artists either born 
or based in Gwangju. 

Established in 1964,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is 
where students and civilians who 
were tortured during the 1980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treated. Despite its designated 
status as one of the historic May 
18 memorial sites, it has been left 
in ruins since the hospital relocated 
to Hampyeong in 2007. Temporarily 
overtaking the building’s empty 
spaces on the ground floor, the 
artists give shape to what we can 
see, or to what we could see if we 
did not turn a blind eye. Moreover, 
they give voices to the things we 
can speak about, or to the things 
we could articulate but kept silent. 
Highlighting the residual textures of 
the site, where traces of history and 
memory, pain and recovery, violence 
and resistance overlap, each artist 
responds to the context on his/her 
own terms. In this exhibition, we 
therefore encounter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not as 
an irrevocable event of the past, but 
as a ‘potential history’ from today’s 
standpoint.*

집과 사무실, 공공장소 등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물거나 지나치는 공간의 경계는 수개월 동안 
지속된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전선으로, ‘뉴 노멀’ 시대에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장소가 되었다. 
급변하는 일상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는 이 때, 본 전시는 
병원으로써의 기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구)국군광주병원을 광주 출신이거나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2명의 작가와 
다시 찾는다.

1964년 개원한 이곳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학생과 시민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다.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함평으로 이전한 이후 병원은 
최근까지 도심 속에서 폐허처럼 남아있었다. 
작가들은 1층의 체육실을 중심으로 병원을 
일시적으로 점유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차마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한 침묵 
사이의 연결성에 주목한다. 5·18의 역사와 
기억, 아픔과 치유, 폭력과 저항이 공존하는 
장소이자 의료 공간으로써 (구)국군광주병원은 
각 작품에서 애도나 치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자 배경이 되기도 
하며, 사유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박제된 과거가 
아닌, ‘가능한 역사(potential history)’로 
오늘의 일상에서 우리와 마주한다.*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 

Between the Seen 
and the Spoken 

*  Ariella Azoulay, The Potential History: 
Unlearning Imperialism (London: Vers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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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spital was detached from 
the everyday life of Gwangju due to 
its status as a military facility, and 
the site was erased from people’s 
memories. In 2018, onl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B Commission 
project, did the hospital temporarily 
gain its status as an exhibition 
space. Although this exhibition 
Between the Seen and the Spoken 
takes part in reviving the hospital, 
albeit briefly, the space is ultimately 
planned to transform into a national 
trauma centre. Giving a nod to what 
may be the last opportunity for the 
artists to engage with the site in its 
current state, the exhibition brings 
contrasting perspectives of the 
curators and artists into a dialogue. 

Gwangju achieved Democracy in May 
1980 through people’s sacrifice and 
resistance. Although the issue
of safeguarding the truth of May 
18 remains as the task of this era, 
the concrete historical evidence 
and facts about the movement 
are already in our hands. However, 
has the Movement’s drive towards 
democracy really come to a stop 
somewhere between 1980 and 2021? 
If the movement arose in opposition 
to Korea’s military authoritarianism 
in the past, it emerged in the form 
of candlelight movements and 
collectivization of new socio-political 
groups in recent years. Moreover, 
the May of Gwangju ass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ation’s 
social issues and cultural fields. The 
exhibition Between the Seen and the 
Spoken thus traces art’s historical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within this context.

What would the May of Gwangju 
and its forty years of history like 
to say to us today? What remains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국군광주병원은 지역에서 격리되고 
광주 시민의 일상에서 잊혀졌다. 2018년 
광주비엔날레 커미션(GB커미션)를 시작으로 
이곳은 일시적으로나마 ‘전시장’의 성격을 
부여받았다. 올해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병원의 일시적 부활에 
동참하는 셈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곳은 ‘국립 
트라우마센터’ 로 향후 활용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계에 
선 병원이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건네는 
손짓에 응답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기획자와 
작가들의 시선을 교차시킨다. 뚜렷하게 
형상화되고 언어로 구체화된 공간 너머로 
주고받는 시선들은 5월 광주의 의미를 다시 
조망하고 환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1980년 5월 광주는 처참한 희생과 항거 
끝에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아직까지 
5·18 진상규명 문제가 시대의 숙제로 
남아있지만 역사적 증명과 사실은 확연하게 
내려진 상태이다. 과연 2021년과 1980년의 
간극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광주 
민주화운동은 종료된 것이 맞을까? 과거 
독재정권에 대응하는 시간으로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현재 촛불 혁명과 시대의 
정치·사회적 공동체로 발현되고 있다. ‘오월’ 
광주는 한국 사회문제 및 문화예술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번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 또한 우리의 시선이 
간과해 온 예술의 역사적 발생과 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광주의 5월 그리고 지난 40년의 시간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싶을까?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다시 5월을 겪을 세대들에게 어떤 미래적 
의미를 전해야 할까?’ 우리의 역사는 누구의 
소명이나 상처가 아니고, 기억은 누구의 
책임으로 시작 된 의무가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기억은 삶 자체이자 존재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글로 그림으로 다 담을 수 
있을까. 과거의 그들이, 지금의 우리가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의 일상적 삶을 통해 
남겨진 의미를 더 나은 미래로 전달해야한다. 

— 이선, 임수영 

in the minds of those who have 
been left behind? What kinds of 
messages should we pass onto the 
next generation? Remembrance is 
not a duty imposed on someone 
out of responsibility. Our histories 
and memories are part of what 
constitutes our lives and beings. 
No piece of writing or artwork can 
fathom this fact in its entirety. So 
how could we – and those from the 
past – pass on the messages to 
the generation coming after us? We 
must begin by tracing and sharing 
the meanings generated in our day-
to-day lives. 

— Lee Sun, Sooyoung L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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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아무도 모르는 일 0518>
2021
철주물, 흙
공간 가변크기

Lee Yeonsook, On ne sait 
Jamais 0518
2021
iron casting, white clay
variable dimensions

②

이세현, <에피소드_May To Day>
2021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설치
가변크기

Lee Sehyun, Episode_May To 
Day
2021
digital pigment print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③

송필용, <땅의 역사 – 오월의 역사> 
2016-19
캔버스 유화
227 × 162 cm
작가 제공

Song Philyong, The History of 
the Land - The History of May
2016-19 
oil on canvas
227 × 162 cm
courtesy of the artist

④

송필용, <땅의 역사 – 붉은 정화수>
1987
캔버스 유화
130.3 × 194 cm
작가 제공

Song Philyong, The History of 
the Land – Red Jeonghwasu
1987
oil on canvas
130.3 × 194 cm
courtesy of the artist 

⑤

임남진, <황연>
2009 
한지 채색
57 × 114 cm
작가 제공

Lim Namjin, Yellow Fog
2009
color on Korean paper
57 × 114 cm
courtesy of the artist 

⑥

임남진, <든 자리 난 자리>
2019
한지 채색
87 × 108 cm
작가 제공

Lim Namjin, Coming, Missing
2019
color on Korean paper
87 × 108 cm
courtesy of the artist 

⑦

임남진, <무기력>
2017 
한지 채색
68 × 120 cm
작가 제공

Lim Namjin, Powerless
2017
color on Korean paper
68 × 120 cm
courtesy of the artist

⑧

김설아, <불면의 읊조림, 비명의 기억>
2021
토니켓

가변크기

Kim Seola, The Sleepless 
Recitation, The Memory of 
Untimely Death
2021
Tourniquet
variable dimensions 

⑨

강운, <마음산책 – 산 자의 행진곡>
2021
캔버스 유화 
227.3 × 181.8 cm
작가 제공

Kang Un, A walk through Mind 
– March of the Living
2021
oil on canvas
227.3 × 181.8 cm
courtesy of the artist

⑩

강운, <마음산책 – 망자를 위한 
진혼시>
2021
캔버스 유화 
227.3 × 181.8 cm
작가 제공

Kang Un, A walk through Mind 
– A Requiem for the Dead
2021
oil on canvas
227.3 × 181.8cm
courtesy of the artist

⑪

강운, <마음산책 – 흔적>
2021
캔버스 유화 
181.8 × 227.3 cm
작가 제공

Kang Un, A walk through Mind 
– Trace
2021
oil on canvas
181.8 × 227.3 cm
courtesy of the artist

⑫

이인성, <플레이어>
2020 
33.4 × 24.2 cm
캔버스 유화 
작가 제공 

Lee Insung, Player
2020 
33.4 × 24.2 cm
oil on canvas
courtesy of the artist

⑬

이인성, <그라운드>
2021
혼합 설치 
가변크기 

Lee Insung, Ground
2021
mixed-media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⑭

박화연, <재-생 시리즈: 애도의 확산>
2021
영상 설치
가변 크기

Park Hwayeon, Regeneration 
series: Spread of mourning
2021
video projection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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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n layer of white clay smeared 
across the hospital’s floor mutates 
throughout the exhibition as it peels 
off and dries up in response to 
the room’s changing temperature 
and humidity. These surfaces 
simultaneously assemble and 
dismantle what belongs to the artist’s 
realm: sites of the past, memories, and 
landscapes of processes compounded 
through time. The abandoned and 
obsolete objects positioned within 
the specific site and new, organic 
relationships turn into silent gods 
overlooking the space. These objects, 
which appear like rusted waste 
material or unearthed archeological 
artifacts, are metal casts of mangrove 
tree pieces. They are displayed 
together with parts used during the 
casting process and are typically 
thrown away once the production is 
over. By bringing to surface aspects 
of life that often go unnoticed, the 
installation acts as a passage of 
recollection and re-presentation.

작가가 병원의 축을 지탱하는 기둥을 끼고 
바닥에 칠해놓은 하얀 진흙은 매일 이곳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일어나고 
벗겨진다. 그것들은 작가 개인이 소유한 과거의 
장소와 기억 그리고 시간을 거쳐 중첩된 
과정의 풍경들을 사유적 시선에서 머물게 
하며 동시에 해체시키고 있다. 새로운 유기적 
관계와 특정 장소 속에서 낡고 쓸모가 없어진 
물체의 형상은 그곳을 지키는 무언의 신(神)이 
되었다. 마치 오래되어 부식된 폐자재나 
발굴된 유물처럼 보이는 오브제들은 작가가 
설치를 위해 선별한 맹그로브 나무 일부를 
캐스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작품이 완성된 
이후 결국 소모품으로 버려지게 되는 주물용 
거푸집과 기타 부품을 작업의 일부로 소환했다.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조명하며 
<아무도 모르는 일 0518>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잊어버렸던 추억의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재현의 통로가 된다.

이연숙

①

Lee Yeonsook

이연숙, <아무도 모르는 일>, 2020
Lee Yeonsook, On ne sait Jamai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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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ehyun regards historic sites 
as ‘documentary evidence’ and 
traces them through photography. 
Episode_May to Day is composed 
of selected images from over ten 
thousand pictures which Lee has 
been capturing over the past months. 
Centering around his everyday life and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this collection of images 
act as a recorder of the site’s past 
and present. As the photographically 
indexed moments overlap and 
intersect with the natural scenery 
unfolding outside, we are also invited 
to trace the record of time with 
inquisitive eyes. What might pass as 
overlooked, mundane everyday scenes 
are accumulated and re-composed 
in the hospital’s gym, portraying a 
landscape of life's ironies and the acts 
of ‘togetherness' we form despite 
them.

이세현 작가는 역사적 장소를 ‘기록의 증거’로 
상정해 사진으로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에피소드_May To 
Day>는 지난 수개월간 (구)국군광주병원과 
자신의 일상을 중심으로 빠르게 포착한 
약 만여 장의 이미지 중 선별된 사진으로 
구성되어 이곳의 어제와 오늘을 감시하며 
관찰한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재하는 자연과 카메라를 통해 
박제된 순간이 겹쳐지고 교차하며 우리의 시선 
또한 현재와 과거를 바쁘게 추적한다. 쉽게 
지나치는 사사로운 장면들은 병원의 체육실 
공간에서 결집하고 재조합된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은 우리의 모순적 시선의 움직임과 
이러한 모순을 넘어 촉발되는 '일상의 연대'를 
이야기한다.

이세현

②

Lee Sehyun

이세현, <에피소드_터전을불태우다>, 2021
Lee Sehyun, Episode_Burning down the hous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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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Philyong was in his final year 
of college when the May 18 uprising 
took place. Since then, he has worked 
on portraying the turbulent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lthough the two paintings 
face each other, they are positioned 
at a far distance, resembling the 
three decades separating them. 
Moreover, implicated in this gap is 
the artist’s shifting view and attitude 
towards Gwangju he once witnessed, 
and Gwangju he remembers now. 
The History of the Land – Red 
Jeonghwasu depicts a bowl of clean 
water(Jeonghwasu)–traditionally 
prepared as an offering to pray for 
wishes at dawn–turning into blood 
shed by those sacrificed dur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History of May, on the other 
hand, is an abstract rendering of a 
rock, composed of layering strokes 
of paint. The rock seems to assert 
the possibility of making people’s 
sacrifice into a concrete history of 
Minjung(people). In this sense, the 
viewers are situated in between the 
defining scenes of history. 

작가가 대학교 4학년 때 맞이한 5·18은 이 
땅의 역사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하게 해준 
계기가 됐다. 이후 송필용은 이를 주제로 한국 
근현대사의 혼란한 역사를 굵고 묵직한 회화로 
담아왔다. 체육실을 가로지르며 마주 보는 
<땅의 역사> 연작은 두 작업 사이에 존재하는 
약 30년 동안의 간극을 암시하며, 자신이 
보았던 광주와 현재 기억되는 과거를 향한 
작가의 변화하는 시각과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신에게 바치는 깨끗한 정화수마저 
민주화를 위해 흘려진 피로 물들어진 <붉은 
정화수>는 5·18의 참담함과 간절함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반면 맞은편에 위치한 
<오월의 역사>는 물감의 층위를 통해 쌓이고 
뭉쳐진 상흔들이 응축되어 바위처럼 단단한 
민중의 역사가 되고, 삶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로써 관객은 두 역사의 
장면 사이로 흐르는 시간 속에 위치된다. 

송필용

③④

Song Philyong

송필용, <땅의역사 – 오월의 역사>, 2016-19
Song Philyong, The History of the Land - The History of May, 2016-19



16 17

Known for her sarcastic depictions of 
the everyday through the medium of 
Buddhist scroll painting, Lim presents 
three paintings at this exhibition. Each 
composed at a different period in 
the artist’s life, the paintings thread 
together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highlighting the undefinable borders 
structuring our lives. Powerless, for 
example, represents the sense of 
defeat Lim felt upon encountering 
the news of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gate, through the reflection 
of an elderly man mindlessly lounging 
on the sofa. He merely stares back 
into the TV screen. Nevertheless, 
the unveiling of society’s dark secret 
eventually prompted individuals to 
take action. Coming, Missing depicts 
candles left by protestors who took 
part in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Through absence, the painting speaks 
of people’s solidarity, the voices, and 
the shapes of their collectivity. Despite 
the conflicts and paradoxes shaping 
our history and society, we charge 
forward in our own ways, however 
fragile and vulnerable that may seem, 
like the paper boats floating through 
the Yellow Fog. 

불교 탱화 형식을 빌어 현세를 풍자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모습을 포착해 온 
임남진은 세 편의 작업을 선보인다. 각기 
다른 해에 제작된 작업은 작가 개인의 삶과 
사회를 유기적으로 엮으며 ‘불확실한 경계’의 
단면을 그려낸다. <무기력>은 작품의 제목처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당시 
작가가 느꼈던 답답함을 어지럽혀진 거실 속 
TV화면에 비친 노인의 모습을 통해 암시한다. 
그는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막막히 지켜볼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리워져 있던 장막을 
걷고 직면한 사회의 부조리는 무기력감을 넘어 
개개인을 행동하는 주체로 만들었다. <든 자리 
난 자리>는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남기고 간 촛불과 그들이 떠난 ‘자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이고 
흩어졌던 사람들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결속력을 은유하며 공동체의 모습과 목소리를 
연상시킨다. 이렇듯 역사와 사회, 그리고 
일상을 둘러싼 모순의 간극 속에서,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은 뿌옇고 노란 연기 속 
<황연>의 종이배와 닮아있다.

임남진

⑤⑥⑦

Lim Namjin

임남진, <든 자리 난 자리>, 2019
Lim Namjin, Coming, Miss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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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is a site where days and 
nights overlap. Trapped in that 
suspended time, it struggles to 
fall asleep underneath the weight 
of history. This is a place where 
memories of those undying deads and 
unlivable lives are marked in black. 
Despite being closed off for so many 
years, the wounds of the unbodily 
beings once housed inside this space 
open up and quiver like the constant 
murmuring of the land. The swaying 
and staggering movements of these 
innocent and fragile bodies that relied 
on the thin tubes are glimpsed from 
Kim's work. Yet, it is the silent screams 
of memory that seeks to recall them 
into living bodies and speaking 
subjects. Kim Seola has been tracing 
that which cannot be recorded in 
writing or with photography. Extending 
her interrogation into the role of art 
as vestiges of remembrance, Kim 
captures and delicately re-presents 
these micro-movements and sounds 
of insecure, fragile, minute beings 
floating around the abandoned rooms 
of the building.

(구)국군광주병원은 무거운 역사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시간처럼 낮과 밤이 서로 침범하는
공간이며,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자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자의 기억이 검게 남겨져있다. 
이곳은 오랜 시간 굳게 잠겨 있었으나 
끊임없이 읊조리는 땅처럼 몸 없는 이들의
상처가 발화되고 전해지며 꿈틀거린다. 
무고하고 연약한 이들이 가느다란 줄들에
의지하고 휘청이며 비틀리던 움직임이
드러나고, 소리 없이 사라져간 비명(非命)의
기억이 이를 몸으로 증언하는 생명체로
소환되기를 원했다. 작가는 삶 속의 글이나
사진으로 기록될 수 없는 것에 관심 두고, 
심상으로 기억하는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며
작업해 나가고 있다. 모두가 떠나고 허물어진 
공간에 오랜 시간 남겨진 아주 연약하고 
미비한 존재들을 예민한 감각으로 상상하며, 
작가는 이 미시적인 것들의 불안정한 움직임과 
소리의 형상을 섬세한 방식으로 구현한다.

김설아

⑧

Kim Seola

김설아, <물의 희롱>, 2018
Kim Seola, The Tease of Wa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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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real motivation behind 
the paintings of A Walk through 
Mind series? Kang Un directions this 
question at himself. The reflective 
process of marking the traces of 
unstable, unruly pasts of the self 
involves encounters with things 
left unspoken, memories better left 
untouched. In Kang’s practice, this 
stroll through the time is materialized 
into visible forms through the 
ritualistic act of inscribing and writing 
reflections on the past only to erase 
and deconstruct them. In this regard, 
the three palimpsestic paintings shown 
for the first time at the exhibition are 
walks through the artist’s as well as 
Gwangju’s ‘mind.’ The three paintings 
face each other in dialogue: while 
the painting on one side is an elegy 
to the fallen victims of the uprising, 
represented through the inscription 
and effacement of the then censored 
poem by Kim Juntae; the other marks 
the moment when a personal story 
becomes history and that history into 
a song. The layered map of Gwangju 
traces their footsteps. 

<마음산책>을 그리게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작가는 겹겹의 시간과 색으로 
쌓아 올린 표면을 통해 자신에게 반문한다. 
불완전하고 방황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되새기는 과정, 그 ‘산책’의 
걸음은 지금까지 차마 하지 못했던 말, 꺼내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 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과거를 내포한다. 그리고 이런 되새김의 
시간은 지워지기 위해 덧입혀지고, 해체되기 
위에 정성스럽게 쓰여지는 일련의 수행적 
작업을 통해 형상화된다. 본 전시에서 처음 
소개되는 세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마음산책’이자 광주의 ‘마음산책’이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조우하듯 마주 보는 
한 편의 그림은 검열로 인해 5·18 당시 
삭제된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76행이 각인되고 지워지며 
표현된 ‘망자를 위한 진혼시’로 과거를 
추도한다. 다른 한 편의 그림은 ‘산자의 
행진곡’을 통해 개인적인 서사가 역사가 되고 
노래가 되는 순간을 담고, 그 행진과 걸음은 
덧칠해진 광주 지도를 통해 흔적으로 나타난다. 

강운

⑨⑩⑪

Kang Un

강운, <마음산책 – 흔적>, 2021
Kang Un, A walk through Mind – Tra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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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m is the only space in the 
hospital where active and dynamic 
movements can be glimpsed. 
Lee’s Ground disperses individual 
pieces of symbolism, which ironically 
mean nothing more than what they 
appear to be. The installation re-
interprets and draws its inspiration 
from figurative painting. Its 
composition and symbolic visual 
language is recounted through the 
orange ‘dots’ to which the artist 
consciously and subconsciously 
relates. These ‘dots’ constantly give 
rise to new meanings as they connect 
with altering sites and situations. The 
reconstructed imageries and ideas 
of mythology within the visual field 
of the painting reveal the subjectivity 
of an individual stemming from 
personal experiences. Lee’s works also 
invite the audiences to experience 
and formulate his/her meanings by 
situating themselves in relation to 
these abstract symbols of dots and 
balls. 

체육실은 병원에서 유일하게 활동과 
역동성이 추측되는 공간이다. <그라운드>는 
‘깊은 뜻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낱낱의 개체들로 흩어진 상징을 보여준다. 
모더니즘 회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구성하고 
재해석하고자 삶의 순간에 마주한 상징적 
형상과 그것에서 얻은 영감으로 구성된 
설치작업은 의식적인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이어진 작가만의 성향과 법칙들을 주황색 
공(dot)으로 서술하고 있다. 공(dot)은 
자신이 놓인 배경 또는 상황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캔버스에 옮겨진 
신화적 이미지들의 (재)구성은 관념과 시선을 
개인의 경험으로 비롯된 사건들로 바라보고 
나타내고자 한다. 결국 관객은 표현 안의 
상황과 이야기 속에 놓인 추상적 기호(공, 
점)를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상상하게 된다. 

이인성

⑫⑬

Lee Insung

이인성, <플레이어>, 2020 
Lee Insung, Play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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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end of the hospital’s corridor, 
there is a room veiled in twilight 
dusk. Inside, piles of ash sit quietly, 
harboring untold stories. These fine 
particles can disappear with a blow 
of wind or softly land at nearby. 
As if they can exist anywhere and 
everywhere, they come and go in 
front of our eyes. In this work, the 
movements of jae, or ashes (which 
could also mean ‘repeat' or ‘to be here’ 
in Korean), are activated as a form of 
projection installation. Transforming 
the room into a site of mourning, 
the recalled existence of the ashes 
and their disappearance exposes the 
fracture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pastness’ and the ‘presentness’ of 
our memories. 

푸르른 어둠 속,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병원의 복도 끝 방. 수북이 쌓여있는 잿더미 
속에 사연이 스며들어 있다. 그 미세하고 
고운 입자들은 가벼이 이는 바람과 함께 
시선의 바깥으로 사라지기도, 다시 가까이에 
안착하기도 하며 어디에나 있을 것처럼 
눈앞에 사라질 듯 부유한다. 애도의 현장에서 
마주해온 ‘재(ash, re-, to be here)’의 
움직임은 공간의 벽면에 투사된 영상 설치를 
통해 작동된다. 잘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서나 
상실과 재생을 반복하고 있을 그 작은 
가루들을 소환하며 작가는 ‘과거성’과 ‘현재성’ 
사이의 간극과 연결성을 동시에 조명하고자 
한다.

박화연

⑭

Park Hwayeon

박화연, <오고가는> 영상 스틸, 2020 
Park Hwayeon, still image of Come and G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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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Map ⑮

최기창, <레인보우 장면> 연작
2021
철판 위에 채색
각 116 × 81 cm

Choi Kichang, 
Rainbow Sequence series
2021
Oil paint on oxidized steel plate
each 116 × 81 cm

⒃

최기창, <피에타>
2020 
철판 위에 실크스크린, 부식, 레진 
210 × 180 cm 
작가 제공

Choi Kichang, Pieta
2020
silkscreen on oxidized steel 
plate, resin
210 × 180 cm 
courtesy of the artist 

⒔

정선휘, <삶 속에서 – 기다리는 
사람들>
2001
캔버스 유화 
130 × 194 cm
작가 제공

Cheng Seonhooi, In life – 
People waiting
2001
oil on canvas
130 × 194 cm 
courtesy of the artist 

⒕

정선휘, <잊혀진 풍경>
2001
캔버스 유화 
91 × 116.8 cm 
작가 제공

Cheng Seonhooi, 
A Forgotten Landscape
2001
oil on canvas 
91 × 116.8 cm
courtesy of the artist

⒖

정정주, <(구)국군광주병원>
2019 
폼보드 건축모형(40 × 293 × 532 
cm), 비디오 카메라, 프로젝터, 모니터
가변설치 
작가제공

Jeong Jeongju,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2019 
foam board architecture model 
(40 × 293 × 532 cm), video 
camera, projector, monitor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of the artist 

⒗

문선희,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 
목소리>
2021
식물, 사운드 설치 
가변크기 

Moon Seonhee, Un/asked – 
Voice 
2021
plant, sound installation
variable dimensions

⒃

⒗

⑮

⒕
⒔

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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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extension of the artist’s 
exploration of concepts such as 
‘happiness’ and ‘love,’ Pieta appropriates 
one of Michelangelo’s sculptural 
masterpieces. The depiction of Mary 
grieving over Jesus has come to be 
more than a religious icon over time. 
Regarded a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universal humanity, its presence 
within the exhibition also recalls the 
solidarity of families and communities, 
whose love and grievance relate back 
to the May 18 Movement. However, 
by breaking up the image into 120 
pieces and filtering them through 
halftone dots, Choi’s Pieta prevents 
a singular reading. Instead, it guides 
our attention to the subtle fractures 
and rifts created by oxidized plates. 
Responding to the architectural 
specificity of the hospital, the Rainbow 
Sequence series finds its motif from 
the windows. These broken windows 
scattered across the building were 
once used as transparent borders, 
ventilating the space. In contrast to 
oxidized surfaces, the painted surfaces 
of Rainbow Sequence similarly seek 
to refresh our recollection of the past 
and hopes for the future. 

‘행복’이나 ‘사랑’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에 
주목해 온 작가는 <피에타>에서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조각상 이미지를 
차용한다. 예수를 안고 비통에 잠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이 동상은 종교적 
아이콘을 넘어 보편적 인류애의 상징으로 마치 
5·18을 둘러싼 애도와 사랑, 가족과 공동체 
간의 연대를 상기시키는 듯하다. 하지만 
작가는 사진을 120개의 조각으로 분절하고, 
이를 망점으로 다시 파편화함으로써 단일적인 
해석을 지양하며, 미세하게 벌어진 틈,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어 파고들어 간 
존재의 균열을 드러낸다. 전시가 열리는 병원의 
장소적 특성에 반응하며 제작된 <레인보우 
장면>은 이러한 경계의 흐름을 건물의 
창문에서 찾는다. 지금은 깨어지고 부서져 
병원 곳곳에 나뒹굴고 있는 창문들은 과거에는 
건물의 안과 밖을 구분 지으며 환기하던 
역할을 수행했었다. 녹슨 프레임과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채색된 <레인보우 장면>의 창들은, 
과거의 향수나 미래의 소망을 연쇄적으로 
소환하려 한다.

최기창

⑮⒃

Choi Kichang

최기창, <피에타>, 2020
Choi Kichang, Pieta, 2020



30 31

Cheng Seonhooi is drawn to 
poignant scenes found in mundane 
landscapes and overlooked facets of 
our daily lives. He thus records the 
transformations of Gwangju, however 
minor or insignificant they may be. 
Painted in the early 2000s, In life 
– People waiting and A Forgotten 
Landscape reveal Cheng’s delicate 
and tender observations of the city. A 
Forgotten Landscape, for instance, 
captures a couple walking along the 
disused rail track that stretched 
across the city before it eventually 
turned into the Green Way Park. 
Situated inside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which could 
also become yet another example of 
a forgotten landscape, the painting 
amplifies its meaning as a record 
of the now-lost, invisible sights of 
Gwangju. Similarly, the people waiting 
for a bus at Chungjang-ro station 
resonate with us – our gazes, hopes, 
anxieties – as we also wait for the 
arrival of ‘something’ that is yet to 
come. 

거대한 담론 대신 사소하게 보이는 풍경이나 
생활상이 전달하는 잔잔한 감동에 집중해 온 
작가는 그만큼 미세하게 변모하는 광주의 
모습과 시간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2000년대 초반에 그려진 <삶 속에서 - 
기다리는 사람들>과 <잊혀진 풍경>은 일상 
속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향한 정선휘의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다. 광주를 
관통하던 철길이 이설되고 지금의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새벽녘에 철길을 따라 
걷는 주민들의 뒷모습을 담은 작업은 제목처럼 
‘잊혀진 풍경’을 기록한다. 어쩌면 또 다른 
‘잊혀진 풍경’이 될 (구)국군광주병원 속에서 
그림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충장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먼 곳을 응시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무엇’을 
기다리거나 희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공명하며, 
각자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한다.

정선휘

⒔⒕

Cheng Seonhooi

정선휘, <삶 속에서 – 기다리는 사람들>, 2001
Cheng Seonhooi, In life – People waiti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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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aled-down architectural model of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is captured by the panning 
camera installed in its interior space. 
The actual building in which the 
model sits and the space recreated 
with foam boards are therefore 
simultaneously projected onto the 
walls in real-time. As the viewers walk 
around the structure, they become 
observers and subjects of recording 
at the same time. The projections 
capture our movements as we weave 
through the interior and exterior 
space, the real and virtual realms, 
the past and present moments. They 
also implicate minds and spirits that 
float in between these zones. Through 
such intertextuality of the installation, 
the viewers are invited to perceive, 
experience, and regenerate new 
landscapes of the mind. 

흰색 폼 보드로 제작된 (구)국군광주병원의 
건축 모형 내부에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고, 
그 시선을 따라 카메라를 통해 찍힌 모형 
공간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현재의 병원 
내 벽면에 영상으로 투사된다. 관객들은 영상 
이미지 사이를 거닐며 카메라가 찍는 모형 
공간 내부를 지켜보지만 동시에 그 공간의 
내부에 위치한 카메라의 시선에 이입된다. 
이 과정은 다층적 의미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병원의 안과 밖, 실제 공간과 가상공간, 과거와 
현재를 유유히 관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포착한다. 그리고 그 공간 사이에 존재할 
정신이나 영혼을 은유한다.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인 공동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써 
건축물은 다양한 빛과 움직임, 관객의 시선을 
통해 심리적인 풍경으로 재조합된다.

정정주

⒖

Jeong Jeongju

정정주, <(구)국군광주병원>, 2019 
Jeong Jeongju, The Former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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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ope leading to the second floor 
of the hospital, where the intensive 
care unit is located, resembles a 
road between life and death traveled 
by countless patients. Countering 
its weighted past, Moon turns 
the slope into a garden of oxeye 
daisies, a medical plant used for a 
herbal treatment. In contrast to the 
wilderness of the forest outside, 
the feeble, delicate daisies echo the 
youthful voices of children filling up 
space. As a way of re-connecting 
with the 1980's Gwangju, Moon has 
been interviewing 80 people who 
experienced the May 18 as children. 
Despite their immediate experience, 
they were not central subjects of the 
uprising, meaning their testimonies as 
witnesses were never acknowledged 
as legitimate accounts of the past. 
The intimate memories of these 
now-middle-aged adults gain vitality 
through the innocent voices of 
children living in Gwangju today, as 
they recite parts of the transcribed 
interviews. Like a plant peeking 
through the cracks of history, Un/
asked - Voice blooms quietly inside 
the hospital as we breath and listen. 

중환자실이 위치한 병원의 2층으로 올라가는 
보행로는 무수한 이들이 생과 사를 오갔던 
곳이다. 작가는 이 공간이 짊어졌던 무게를 
생각하며 치유와 재생의 의미로 데이지 꽃밭을 
만든다. ‘언덕’이 된 길목을 채우는 옥스아이 
데이지는 잎과 꽃, 뿌리까지 모두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식물이다. 창밖의 무성한 
자연과 대조를 이루며 자라는 여린 데이지는 
공기처럼 부유하며 공간을 가득 채우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와도 닮았다. 문선희는 
1980년 광주와 접속하는 한 방법으로 당시 
유년생이었던 80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항쟁을 경험했지만, 항쟁의 주체일 수는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역사의 
증인으로 선택되지 못한 자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지금은 중년이 된 그들의 사적인 기억은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통해 또 한 번의 생명력을 얻는다. 
공식적으로 기술된 역사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며 피어나는 식물처럼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 목소리>는 우리의 숨소리와 뒤엉켜 
병원 안에서 조용히 꽃 피운다.

문선희

⒗

Moon Seonhee

문선희, <두두두두두두두>, 2018
Moon Seonhee, Dududududududu,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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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Yonggu, The Garden of 
Memory Blossoms, 2021, installation 
performance, 15min

Perhaps we live with the invisible, non-
human beings, constantly fearing and 
believing in them. Damp shades and 
dry sunlight cast across the gardens 
sandwiched between the hospital’s 
wards symbolically represent our 
competing memories about this time 
and place. The opening piece, The 
Garden of Memory Blossoms, seeks to 
console us not as an act of ritual, but 
as a performance of peace and hope 
residing in our everyday life. 

Shin Yonggu (b.1971) explores 
the meaning of life and vitality 
embedded within the cycles of nature 
and human life through performance. 
Most recently he was invited to 
perform at Georgia Contemporary 
Korean Art Exhibition (2019), Indonesia 
Bandung ISOLA Performing Festival 
(2019), Portugal Cerveira Biennale 
(2019), and the Pyeongchang 
Cultural Olympics Official Program 
‘Fire Art Festa' (2018),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Festival, 
among others. He was also the artistic 
director of Geochang Public Art 
Program (2020). 

신용구, <기억의 정원, 꽃을 피우다>, 2021, 
설치 퍼포먼스, 15분

어쩌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 불안을 안고 살고있는지도 
모른다. (구)국군광주병원의 병동과 병동 사이, 
습한 음지와 마른 양지가 공존하는 정원은 
이곳에 대한 기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개막 
초청 공연 <기억의 정원, 꽃을 피우다>는 
신(神)적 행위가 아닌 우리 일상의 순간에 
들어선 평화와 희망의 꽃으로 위로하고자 한다.

신용구(b.1971)는 자연과 
인간의 순환 속의 삶, 생명의 의미를 
설치와 퍼포먼스를 통해 찾는다. 
«조지아 한국현대미술전»(2019), 인도네시아 
반둥 ISOLA퍼포밍 페스티벌(2019), 포르투갈 
세르베라 비엔날레(2019), 평창문화올림픽 
공식프로그램 ‘파이어 아트페스타'(2018)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퍼포먼스(2018)등 
국내를 비롯해 해외 각지에서 행위예술 
작업을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거창 공공미술 
프로젝트(2020) 예술감독을 역임하였다. 

Opening 
performance

개막 퍼포먼스

신용구,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 2014 
Shin Yonggu, Collecting Dream Piec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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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용(b. 1958)은 1986년부터 땅의 역사’를 주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근현대사의 혼란한 역사를 굵고 
묵직한 회화로 담아왔다. 광주시립미술관(광주, 2015), 
이화익갤러리(서울, 2012), 학고재갤러리(서울, 2004) 
등에서 총 20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2018 천년의 
하늘, 천년의 땅»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8), «경기 
팔경과 구곡»(경기도미술관,안산, 2015), «고백 : 광고와 
미술, 대중»(일민미술관,서울, 2012)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중이다. 

이세현(b. 1984)은 역사적인 장소를 사진으로 추적하거나, 
자신과 주변 일상의 무작위적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인전으로는 «바운더리» (담빛예술창고, 담양, 
2020), «에피소드_JP» (뽕뽕브릿지, 광주, 2018), 
«바운더리» (젠다이 현대미술공간, 상해, 중국, 2015) 
등이 있다. «또 다른 광주» (신세계갤러리, 광주, 2020), 
«연대의 홀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전» (무각사, 광주, 2016) 
등 다수의 기획전시에 참여했다. 

이연숙(b. 1976)은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장소성과 기억에 대해 탐구해 왔다. «Running 
Stage_공간 그리고 그 장소»(매향리 스튜디오, 화성, 
2020), «Vanished landscape_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김희수 아트센터 아트 갤러리, 
수림문화재단, 서울, 2020) 등 23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빛과 공존의 미학» (광주, 
2020), «각자의시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9)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 참여했다.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에서 
M.F.A(2008)를 받았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2020)를 받았다.

이인성(b. 1982)은 페인팅을 기반으로 개인의 관점을
통한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작업을 시도해왔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작가는 «회화와 알레고리»(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2020)을 비롯한 12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일본 
코가네쵸 바잘 레지던시(2014) 등 국내외 레지던시에 
참여했고, «Deep dive into you»(금호유스퀘어문화관, 
광주, 2020), «각자의시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Song Philyong (b. 1958) has held 20 solo 
exhibitions including those organized by the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5), 
Leehwaik Gallery, Seoul (2012), Hakgoje Gallery, 
Seoul (2012). He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Millennial Heaven, Millennial 
Earth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8), 
Eight Views and Nine-Bend Streams of Gyeonggi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15), 
Confession-Advertisement Art and the Public 
(Ilmin Art Museum, Seoul, 2012). His works are 
collected by MMCA, SeMA, among others. 

Lee Sehyun (b. 1984) records historic sites with 
camera and makes randomn documentations 
of his life and surroundings. His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Boundary (Dambit Arts 
Warehouse, Damyang, 2020), Episode_JP 
(Spaceppong, Gwangju, 2018), Boundary (Zendai 
Contemporary Art Space, Shanghai, China, 2015). 
Among others, he was the participating artist at 
Another Gwangju (Shinsegae Gallery, Gwangju, 
2020), Solidarity Spores (ACC, Gwangju, 2020), 
Gwangju Biennale Portfolio Review (Mugak 
Temple, Gwangju, 2016). 

Lee Yeonsook (b. 1976) works across media, 
ranging from video to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ite and memory. She has held 23 solo 
exhibitions including Running Stage_Space and 
That Site (Maehyangri Studio, Hwaseong, 2020), 
Vanished landscape_There was no fog until the 
fog was drawn (Kim Hee-soo Art Center Art 
Gallery, Surim Art Foundation, Seoul, 2020). She 
took part in Gwangju Media Art Festival The 
Aesthetics of Light and Co-existence (Gwangju, 
2020). Lee received her M.F.A. from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2008), and Ph.D. 
from Hongik University, Seoul (2020). 

Lee Insung (b. 1982) has been exploring traces of 
life through the lens of individual subjectivity and 
expressing them through painting. He studied 
at the Chosun University Fine Arts College and 
is a doctorate candidate. He has held 12 solo 
exhibitions, including Painting and Allegory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Chonnam, 
2020). He took part in local and international 
residencies, such as Koganecho Bazaar 
Residency (2014). He was the participating artist 
at Deep dive into you (Kumho Usquare Culture 
Centre, Gwangju, 2020), In Your View (ACC, 
Gwangju, 2019), among others. 

강운(b. 1966)은 ‘구름 작업’으로 대표되는 
사실주의와 추상 회화를 아우르며 작업을 이어왔다. 
«마음산책»(문화공원 김냇과, 광주, 2020), 
«Play:Pray»(사비나미술관, 서울, 2016) 등 27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ONE INSPIRATION» (와지엔키 
왕궁박물관, 폴란드, 2020), «DMZ»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9), «코리안 뷰티-두개의 자연»(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4), 제 9회 광주 비엔날레(2012)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본 모리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김설아(b. 1983)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는 
행위로써 회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퀄리브리엄/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 «주관적 변용»(이강하미술관, 광주, 2020),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서-그리고 상실은 욕망이 
된다»(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2019), 제11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2016)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고,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레지던시(광주, 2018)와 
뱅크아트스튜디오NYK 레지던시 (요코하마, 일본, 2017) 
등의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문선희(b. 1978)는 사진을 통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시대의 현장과 상황, 대상에 주목해 왔다. 
주요 개인전 «거기서 뭐하세요»(예술공간 집, 광주, 
2019), «묻다»(갤러리 나우, 서울, 2019),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공간291, 서울, 2017) 등을 비롯해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글쓰기와 사진작업을 
병행하면서 「One fine day in 프라하」(넥서스, 
2008), 「눈물이, 마려워」(북노마드, 2013),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난다, 2016) 등을 출판하였다.

박화연(b. 1990)은 1980년 5.18과 사북항쟁의 역사, 
일상 속에서 잊혀졌던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명해 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우리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그리고»(뽕뽕브릿지, 광주, 2020), 
«분리되지 않은»(지구발전오라, 광주, 2017) 등이 있고, 
주요 그룹전으로는 «빈집-상실 이후에 쓰는 사랑» (북구 
군왕로 47-1 2층, 광주, 2021), 사북항쟁40주년기념 
문화예술축전 «사북, 늦 봄» (춘천미술관, 춘천, 2020), 
«직시, 역사와 대면하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 제 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광주, 
2018) 등이 있다.  

Kang Un (b. 1966), known for his realist paintings 
of clouds, works across the genre of figurative 
and abstract painting. He has had 27 solo 
exhibitions, including A Walk through Mind 
(Culture park of Kimnetkwa, Gwangju, 2020), 
Play:Pray (Museum of Savina, Seoul, 2014).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exhibitions, 
including ONE INSPIRATION (Palace on the Isle, 
Warsaw, Poland, 2020), DMZ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19), Korean Beauty-Two 
Kinds of Nature (MMCA Seoul, Seoul, 2014), and 
the 9th Gwangju Biennale (2012). His works are 
collected by MMCA, SeMA, Mori Art Museum, 
among others. 

Kim Seola (b. 1983) engages with the medium 
of painting as a form of documenting personal 
experience and memory. She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Equilibrium/At the Boundary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ACC, Gwangju, 2020), 
Subjective Deformation (LEEKANGHA Art 
Museum, Gwangju, 2020), In the Search for 
Lost Things–When Loss Becomes Desire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Muan, 2019), and 
the 11th Gwangju Biennale (Gwangju, 2016). She 
was the resident artist at the ACC Art Space 
Network Residency (Gwangju, 2018), and Bank 
ART STUDIO NYK Artist Residency (Yokohama, 
Japan, 2017). 

Moon Seonhee (b. 1978) primarily works with 
photographic medium to highlight sites, 
situations, and subjects related to contemporary 
society’s contested issues.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What's going on (Art Space House, 
Gwangju, 2019), Bury (Gallery Now, Seoul, 2017), 
Un/asked (Space291, Seoul, 2017). Alongside 
photography, she writes. Her publications include 
One fine day in Prague (Nexus, 2008), Life, 
Moment, the Tearful Joy (Book nomad, 2013), 
Un/asked (Nanda, 2016). 

Park Hwayeon (b. 1990) is interested in the 
stories of the marginalized individuals and tracing 
the histories of civil resistance, including the May 
18 Movement.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We 
didn't leave and (Spaceppong, Gwangju, 2020), 
Unseparated (D.A.AURA, Gwangju, 2017). She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Empty 
house–Writing about love after a loss (Gwangju, 
2021), 40th Anniversary of the Sabuk Revolt, The 
late Spring of Sabuk (Chuncheon Art Museum, 
Chuncheon, 2020), Face up to the History (ACC, 
Gwangju 2020), and 12th Gwangju Biennale 
(Gwangju, 2018). 

작가 소개 
Artists’ Biogra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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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진(b. 1970)은 1995년 조선대학교 미대 회화과를 
졸업한 후 불교 탱화 형식을 바탕으로 한 작업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애연( 然)_운우지정(雲雨之情)» (예술공간 
집,광주, 2019), «Still Life_Bleu» (양림 미술관, 
광주, 2018), «스틸 라이프’展» (G&J광주전남갤러리, 
서울) 등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또 다른 광주展» 
(신세계갤러리, 광주, 2020), «4.3미술제 래일(來日)展»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2020)등 유수의 
기획전 및 초대전에 참여했다. 2012 하정웅 미술상, 
제19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 중이다. 

정선휘(b. 1966)는 회화와 빛을 결합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고 ‘나의 
주변,’ ‘시간의 흐름,’ ‘염주마을,’ ‘빛을 담다,’ ‘여행’ 등을 
테마로 17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치근에는 «빛의 혀를 
가진 그림자»(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2020), «문래 
– MOON»(아트 DA, 서울, 2019), «바람이 분다» 
(La Cite’ international des arts, 파리, 프랑스, 
2018) 등 다수의 그룹전 및 기획전에 참여했다. 광주 
송은 미술대상(2001), 하정웅 청년작가전(2001) 등을 
수상했다. 

정정주(b. 1970)는 자신과 연관된 공간들을 주제로 
하여 그 공간들이 발산하는 고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재현하는 작업들을 선보여 왔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1995)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를 
졸업(2002, 후버트 키콜 교수의 마이스터쉴러) 하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근에는 «빛의 혀»(아트스페이스3, 서울, 2021) 
개인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도시에서 
개최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Haus der Kunst 
Enniger(뮌스터, 독일, 2020) 입주작가로도 참여했다. 

최기창(b. 1973)은 사유의 사각지대를 조망하며 
다양한 매체적 실험을 지속해왔다. 홍익대학교에서 
판화 학, 석사학위(B.F.A / M.F.A)와 영국 첼시 
컬리지에서 순수미술 디플로마(P.G.dip.)를 받았고, 
원앤제이갤러리(2020, 서울),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2011, 서울) 등에서 8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광주비엔날레(2018), 부산비엔날레(2016), APAP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2013), 아트스펙트럼(2012) 등 
다수의 기획전시에 참여했다.

Lim Namjin (b. 1970) studied Fine Art at Chosun 
University and graduated in 1995. Since then, 
she has experimented with Buddhist scroll 
paintings.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Still 
Life_Bleu (Yangrim Museum, Gwangju, 2018), Still 
Life (G&J Gallery, Seoul, 2018), among others. 
She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exhibitions 
including Another Gwangju (Shinsegae Gallery, 
Gwangju, 2020), 4.3 Art Festival: Tomorrow (Jeju 
4.3 Peace Memorial Center, Jeju, 2020). She 
was the recipient of the 2021 Ha Jung-woong 
Art Prize and the 19th Gwangju Art Prize. Her 
works are collected by institutions, including 
the Gwangju Museum of Art and the May 18 
Archives. 

Cheng Seonghooi (b. 1958) is interested in 
combining painting with light. He studied Fine 
Art at Chunnam University and has held 17 solo 
exhibitions, exploring themes as diverse as ‘my 
surroundings,’ ‘flow of time,’ ‘Yeomju village,’ 
‘collecting light,’ ‘journey.’ Most recently, he 
exhibited at The Shadow with Tongue of Light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Muan, 
2019), Mullae – MOON (Art DA, Seoul, 2019), 
Wind Blows (La Cite’ international des arts, Paris, 
France, 2020). He is the recipient of the Gwangju 
Songeun Art Prize (2001), Ha Jung-woong Young 
Artist Prize (2001). 

Jeong Jeongju (b. 1970) delicately recreates the 
impressions and atmospheres of the spaces 
that are relevant to him. He studied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1995), and earned Diplom 
at Kunstakademie Duesseldorf, Germany 
(2002, Prof. Hubert Kiecol). He is a professor 
of sculpture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st recently, he held a solo exhibition, Tongue 
of Lights (Art Space 3, Seoul, 2021), and 
participated in exhibitions organized at home 
and abroad. He was also the resident artist at 
Haus der Kunst Enniger (Münster, Germany, 
2020). 

Choi Kichang (b. 1973) examines blind spots of 
our reasoning processes through various media. 
He received P.G.Dip. in Fine Art at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UK; B.F.A 
and M.F.A in Printmaking at Hongik University, 
Seoul. He held eight solo exhibitions including 
those held at One. And J. Gallery (Seoul, 2020), 
Project Space Sarubia (Seoul, 2011). He was 
the participating artist of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Gwangju Biennale (2018), 
Busan Biennale (2016), 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 Art Spectru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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