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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8(수) - 11.13(월)
초대 : 11.8(수) 오후 6시

복합문화공간  공간 이다

2017.11.15(수) - 12.1(금)금수강산 프로젝트-인공 폭포: 폭포 전도(瀑布 全圖)-진경산수폭포, Pigment Print, 75x95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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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원 |  Kim, Hye-won  |  www.kimhyewon.com  

풍경 사진은 공간의 조직 체계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 공간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묻지 않으면 풍경 사진의 의미를 알 수 없다.

J. B. 잭슨(Jackson)

금수강산 프로젝트-인공 폭포: 정지된 폭포-죽전공원, Pigment Print, 75x95cm, 2017

금수강산 프로젝트-인공 폭포: 십이폭포, Pigment Print, 각 95×50cm, 2017

금수강산 프로젝트-인공 폭포: 신관폭도(新觀瀑圖)-양백폭포, Pigment Print, 50x60c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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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의 노트 | Photographer's Note

김혜원 | Kim Hyewon

《에코토피아를 향한 명상 Ⅱ》는 사진을 전공한 지 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기존 작업의 대표작과 미발표작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작업의 일부를 선보이는 사진적 연대기 형식의 개인전이다. 그간 20년의 작업은 인간의 손에 의해 훼손되는

자연 환경과 문명에 의해 변화되는 지형을 소재로 ‘녹색(Green)’으로 상징되는 에코토피아의 세계를 지향하는 풍경 사진들을

대상으로 해 왔다. 즉 에콜로지(ecology)를 작업 논리로 하여 산업자본주의 소비 문화 시대의 파괴되고 변형되고 소비

되고 있는 지형과 환경에 대한 작업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용담댐 시리즈-풍경>(2001)은 ‘용담댐’ 건설 공사와 수몰 도로의 이설 공사로 광범위하게 국토가 파괴되고 자연이 침탈

되고 있는 전북 진안군 ‘용담’ 마을의 변화되는 지형을 소재로 삼았다. <Commercial Landscapes>(2006)는 자연 속

유료화된 레저 스포츠 인공 시설물들을 통해, 자연이 고가의 상품이 되어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상업화된 풍경과 지형을

기록하였다. <34개의 야외 주차장> (2009)은 ‘땅’이라는 ‘자연’ 풍경을 아스팔트와 시멘트와 철판, 직선과 화살표라는

기호의 ‘인공’ 경관으로 변화시켜 놓은 자연 속 야외 주차장을 통해, 환경 파괴와 소비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현실을 보여주

었다. <금수강산 프로젝트-인공 해수욕장>(2014)은 수중보를 쌓아 바다를 막고 외지에서 퍼 온 모래를 갯벌에 깔아 해변

데크까지 조성해 놓은 인공 해수욕장을 통해 금수강산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였다. 신작인 <금수강산 프로젝트-인공 폭포>

(2017)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낙하하는 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도심의 공원뿐 아니라 심산유곡에까지 조성된 인공 폭포를

통해 오늘날 모조 자연으로 존재하게 된 금수강산의 의미와 자연과 문명의 전도된 가치를 확인한다. 

이처럼 한국적 풍경의 현주소를 포착하여 자본주의 시대의 지형과 지리, 물질 문명과 소비 문화의 실상을 기록한 이 사진

들은 시대 현실과 사회 상황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의 불투명한 경계에 서고자

하였다. 원근법을 파괴한 정면성, 주관을 배제한 객관성과 중립성,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 차분한 관찰자의 시선, 중간

톤과 파스텔조의 컬러, 조형적이고 미니멀한 이미지 등의 절제된 어법과 형식 미학을 바탕으로 시적(詩的)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프로파간다적 문명 비판이나 환경 옹호를 표방하지 않고 리얼리티와 일루전, 이들의 길항과

균형이라는 미학적 시각을 잊지 않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 환경을 문화 소비를 위한 인공 경관으로 변형시켜 놓음으로써 자본주의 시대의 공간 조직

체계와 문화적 가계도를 보여주는 이 사회적 풍경들은 처녀지인 ‘자연(Nature)’에서 경작지인 ‘문화(Culture)’로의 ‘땅’의

변형의 역사를 성찰한 지리시학(geopoetics)이 되기를 바란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생태론적 자연관을 분리하고 해부해

놓은 데 대한 사진적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중심주의가 주도하는 근대화 프로젝트 아래 파괴되고 훼손되는 자연의 실상 나아가

인간과 공존해야 할 야생의 녹색 환경을 환기시키며 자연의 생명 원리가 문화의 최고 진보 형태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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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강산 프로젝트-인공 해수욕장 #02 #01

Pigment Print, 47x65cm,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