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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현 × 김하나 × 임정수    그림과 조각



신지현 × 김하나 × 임정수

: 그림과 조각

2018. 9. 27(목) – 10. 9(화)

오후 12시 – 오후 6시 

오프닝 리셉션 

2018. 9. 27(목) 오후 5시 

 그림과 조각

 X축 : 질문

«그림과 조각»은 더 이상의 새로움은 없을 오늘날, 또다시 새로운 매체를 

갈구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여겨져 온 매체의 확장을 탐구해 볼 순 없을까 하는 

기획자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전시는 매체가 역사적으로 규정되어온 카테고리를 

벗어나 그것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그림과 조각에 대한 관념에서는 

벗어나지만,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매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매체의 

특정성은 유지하면서도 그것들에 내재된 표현성에 대한 모색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도널드 저드는 매체 특정성이 사라지고 사물이 예술이 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여전히 전통적 매체는 지속되고 있다. 본 

전시는 회화로 한정 짓기엔 오브제로서의 여지가 있고 조각이라기엔 그림으로 

읽힐 법한 소지가 있는 작업들을 보여준다. 이는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이야기한 

‘매체 재창안’을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 안에서 읽어보려는 작은 시도이다. 

Y축

Z축

X축

원점



 원점 : 작품들

김하나는 회화와 공간이 관계 맺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그의 그림은 2차원 

평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일 공간과의 반응에 싱크를 맞추는 

순간 완성된다. 한편 그의 붓질은 전통적 회화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며 예측불허성에 기반한다. 실제 마주하고, 기꺼이 

눈을 가까이에 가져가 들여다보아야만 느껴지는 표면과 질감, 울림에서 대형 

추상 회화를 지속하는 작가의 신념과 ‘회화 안에서’ 해법을 찾고 싶은 바람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평면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으로의 

이탈을 시도한다. 평면 그 자체로의 완전무결함을 주장했던 회화의 권위를 

거스르며 김하나의 그림은 시청각에 원래부터 존재해온 벽지처럼 벽처럼 그리고 

문처럼 휘감겨있고 매달려있고 달라붙어 있다. 공간을 가르고 딛고 지탱하며 

그의 그림은 확장해 나간다. 일견 얇은 조각같이 느껴지는 단단한 질감의 평면은 

평면이 평면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과 어떻게 합일하는지, 언제 단일한 

오브제로써 반응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그렇다면 조각은 어떠한가? “‘조각(적)’ 작업들은 공간 안에서 몸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표피는, 장식은 과연 그 자체로 구조와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 임정수가 

조각에 던지는 질문은 짧지만 명료하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조각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무게 없이 부피를 가지는지, 장식이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표면과 질감 자체로서의 형태와 이미지를 탐구한다. 임정수는 시멘트, 철골, 목재, 

아크릴 등의 공업용 재료로 틀을 짜고 벽지, 타일, (작가는 꽃밭이라고 표현하는) 

인공 잔디, 포장지 등 장식을 위한 부자재로 표면을 꾸린다. 임정수가 생성해내는 

표면은 그 자체의 질감이 이미지가 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 안이자 밖, 앞이자 

뒤가 되어 시청각 여기저기 벽이 되어 혹은 세움 간판처럼 서 있다. 이 표피-

조각의 윗면은 지평선을 모(模)하는데, 여기에서 작가가 이 얇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지평선을 함의한 어떤 구조물, 그것은 그 자체로 온전한 무대의 

풍경이자 배경이고, 사물이자 조각이 된다.

 Y축 : 화두

기획자는 그림과 조각이 오랫동안 점유해온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는데 머무르게 

하기보다는 ‘어떤 공간 안에 밀가루 포대 터지듯 터트려 놓고 싶다’고 생각한다. 

조각성과 회화성, 재현성과 추상성, 예술성과 사물성에 대한 단상은 기획자의 

관심이기도 한 오래된 매체의 확장에 대한 화두와 연결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견고히 구축되어온 전통적 매체의 조형적 어법과 규칙으로부터의 이탈이자 

매체를 매체 안에 가두는 것에 대한 거부, 오래된 매체에 대한 새로운 인지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또한 그림과 조각이라는 매체를 오늘날 여전히 

비평적으로 유효하게 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갱신해 나가게 하기 위한 

형식실험의 일종이기도 하다.

 

 Z축 : 지지체

기획자는 ‘그림과 조각’을 다루는 두 명의 작가를 소환해 두 매체가 오래전부터 

점유해온 질서에서 벗어난 시각 정보 제공을 시도한다. 그것들은 시청각이라는 

약간은 기울어 찌그러지고, 마루가 있어 시선의 층위를 흩트려 놓는 비정형적 

공간 속에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마냥’ 놓여있(거나 혹은 스르륵 걸쳐져 

있)다. 그것들은 벽이 되어 공간을 가르고 벽지로 분(分)해 공간을 점령하며 색이 

되고 표면이 되고 어떤 질감이 되어 그곳에 존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것들을  

‘그림과 조각’이라 불러보고자 한다. 공간은 방문자(관람객)가 ‘작품을 보고 가기’ 

보다는 ‘작품을 경험하고’ 가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시도한다. 작품이 작품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의 화학작용을 통해 연극성을 획득하고, 작품 사이 

너머, 벽 너머, 공간 너머를 상상하기를 제안한다. 작품이 지지체가 되어 공간을 

팽창시켜 나가는 동시에 매체의 물질적인 지지체로(보리스 그로이스) 공간 

자체를 바라본다.

 



김하나, 임정수 두 작가는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을 지지체 삼아 스스로 

일어서기를 시도한다. «그림과 조각»은 회화와 조각이라는 매체, 실체, 형태, 

구조를 (특정적으로) 빌려 보여주길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엔 예술 작품이, 매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레짐작이자 되새김, 질문과 다름이 없다.

 신지현

콘노 유키 × 정유진 × 스기모토 켄스케   애프터 10.12.

2018.10.12. — 10.22. 
12—6PM



콘노 유키 × 정유진 × 스기모토 켄스케

: 애프터 10.12

2018.10.12(금) – 10.22(월)

오후 12시 – 오후 6시 

오프닝 리셉션 

2018.10.12(금) 오후 5시 

아티스트 토크

2018.10.13(토) 오후 6시

시청각

 애프터 10.12

/온다 리쿠의 소설 『Q&A』에서 어느 쇼핑센터에서 원인도 모르는 큰 재난이 벌어진다. 

몇년 지나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신격화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재난 이후 신봉의 

대상이 된 이 어린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마치 부적처럼 여겨져 고가로 팔린다. 

이 소녀에게 미래에서 온 동일한 소녀가 찾아와 왜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 성(castle)을 

그리는지 아느냐고 물어본다. 그러고 나서 (…)

// 서문으로서 ‘쓰여진다’에서, 글로 옮겼을 때의 ‘(이미) 쓰여졌다’를 향하여.

지금 이 서문은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터의 단계에서 쓰여졌다. 총정리가 아닌 

도래할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어조로,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진입로로서 현재에 가져왔다.

/// 10월 12일, 기념비적인 날이 된다. 이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기념비처럼 시간의 

흐름을 응고시킨다. 늘 지나간 세월에 어떤 매듭이 생기는 그날, 이때 10월 12일은 특별한 

날이 되고 지나고 나서도 그 하루를 사람들은 다시 떠올리고 간직하려고 한다. 몇십 년 

흘러도 ‘그날’에 따라붙는 말은 ‘잊지 않는다’이다. (...) 먼 훗날에 간직되는 과거는, 마치 

하나의 풍경처럼 전체와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일부로서 부각되고 ‘그 시간’으로 멈춘다. 

따라서 멈춘 시간은 어떤 특정한 시간, 즉 ‘그 시간’을 가리킨다. 쓰나미가 덮어버린 동네에 

그대로 남아 있는 배는 쓰나미가 덮쳐온 시간을 간직한다. 마치 동네가 쓰나미로 여전히 

덮인 것처럼. 미래시점에 주변 풍경도 바뀌고, 어린애는 크고, 극단적으로 그날을 겪어본 

사람이 없을 때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남겨진다. (...) 과연 무엇을 위하여?

//// 생존재(生存在/生存材)*에 대하여: (...) 우리는 인간으로 시간을 감각하고 기억과 

관계를 맺는다. 잊히지 않는 그날은 기념비를 통해 단서로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된다. 

요컨대 거기에 인간이 있기에 멈춘 시간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또 애도와 추억의 대상이 

된다. 그때는 생존자가 죽고 나서는 살아남은 존재인 ‘생존재’를 보고 환기된다. 그런데 

말하는 자 대신 그때를 말해주는 물건들이 서게 될 때, 거기서 단절이 생긴다. 우리가 

아무리 그때를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더라도, 이 사물만 가지고서는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재난을 겪은 도시는 그 과거를 전달할 능력 없이 

아름다워지기만 한다. 거기서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

*생존재(生存在/生存材): 살아있는 존재를 살아있는 물건까지 확장해 봄



///// 두 개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 생과 사의 간격을 벌리지 않고, 살아있음에 죽음을, 

죽음에 살아있음을 보는, 더 나아가 어떤 존재로서 시간을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 만약 인간이 없는 세계에 기념비가 존재한다면 그 시간은 멈춘 것일까? 캐릭터는 

파편화된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 슬퍼할 수 있을까? 서울이 그려진 벽화를 인간 없이 

볼 때, 거기에 연민이나 한탄은 과연 나올까? (...) 10월 12일 이후에 보는 것들은 기억과 

기록의 관계를 말해줄 것이다. 시작과 함께 끝으로 다가가는 오프닝이 끝나고 그다음 날, 

갑자기 모든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면, 바로 작품만 남겨지게 된다면, 그 작품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럼에도 캐릭터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도래할 미래에 벽화가 의미를 

증발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닐까? 전시가 끝나고 다른 전시로 

대체될 때, 작품이 사라지고 난 뒤에, 더 나아가 인간(일반, 그리고 관객)이 소멸하고 난 

뒤에, 작품을 향한 [인간의] 시선 없이 [그것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번 전시는 

‘그’로  특정 가능한 [인간의] 시간이 아닌, 흐름에 매듭을 짓기 어려운 불명료한 시간을 

‘겨냥’한다. (...)

////// 질문, 거기에 인간의 시선이 얼마나 적용될까? (...) 이 시간을 겨냥하는 방법은 물건에 

새겨진 시간에 연민과 그리움을 수반하지 않는 일이다. 파편화된 캐릭터들을 보고 죽은 

것으로 본다면, 애초에 그들이 과연 살아있었을까? 지금의 서울을 기록한 벽화는 누구를 

상정하고 있을까? 이때 말하는 누구란 굳이 인간에 국한되는 것일까? 인간적인 시선에서 

탈피하기, 그러니까 과거의 궤적을 따르고 내면의 감성에 잠기는 것과 다른 방법을 전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 성, 그것은 바로 그 재난에서 진열대 밑에 깔린 소녀와 거기에 같이 있던 또 다른 

한 아이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 그려진 것이다. 그 아이는 끝내 죽고 말았고 한 명은 신적인 

존재로 신봉의 대상이 된다. 진열대 밑에 이 관계가 여전히 지속된다. 죽음의 외침. 그것은 

소리 없이, 신적 힘으로 자리 잡은 코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신의 아이가 지켜본 

다른 아이의 죽음,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죽음이, 이제 살아남은 자가 인도하는 피안의 

상징으로 유통되다가 순간 죽음으로 나타난다. 살아남은 기적에 늘 죽음이 깔려 있던 

것이다. 마치 진열대 밑에 죽음과 생존의 양자가 있던 것처럼, (...) 살아있음에 죽음이 다시 

[죽음으로써] 살아난다. (...)

 콘노 유키

노희지 × 문경의 × 현남    희지스 하우스 

2018.10.25. — 11.04. 
12—6PM



 희지스 하우스

 

▒  이세계(異世界)에 살고 있는 노희지 씨는 운 좋게도 근래에 재미 삼아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이렇게 생긴 재산 대부분을 평소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두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했다. 작품을 사들인 후 노희지 씨는 집 한편에 조그만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소장품 중 몇 점을 골라 사적인 전시를 

꾸려보는 소박한 취미를 즐기고 있다.

▒  현세계(現世界)에 시청각이 있는 장소는 이세계에서 노희지 씨가 살고 있는 집이다.  

노희지 씨의 본업은 (이세계의) 문화부 소속 파견 연구원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오가며 

현지의 문화적 동향을 관찰·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현재 노희지 씨는 약 2주간의 

출장을 떠난 동안 자택을 개방해 자신의 소장품을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중이다.

▒  노희지 씨는 업무상 작성하는 보고서 이외에도 간간히 현세계를 관찰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옮겨왔다. 얼마 전부터 노희지 씨는 이 글들을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세계의 페이스북은 현세계와 연동된다.) 노희지 씨의 페이스북은 다음의 

주소로 접속할 수 있다. www.facebook.com/hizinoh

 *  괴담: 이세계에서 노희지 씨의 집이 위치한 터에는 과거에 영화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화재가 발생하여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현재 노희지 씨가 살고 있는 건물이 들어섰지만, 

이곳에는 과거 화재 사고 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객들의 유령이 종종 출몰한다고 한다.

    

 노희지 

노희지 × 문경의 × 현남

: 희지스 하우스 

2018.10.25(목) – 11. 4(일)

오후 12시 – 오후 6시 

별도의 오프닝 리셉션은 없습니다. 

 



Audio Visual Pavilion’s special exhibition 3×3 is an extension of last year’s summer 
exhibition, 2×2. 2×2 began from the curiosity of what would happen when an artist 
collaborates with another artist and produced an exhibition—what would the outcome 
of their decision be? Following their process, how would they decide what role each 
would play, of themselves and of their own works? Furthermore, what kind of exhibition 
would this process construct? 3×3 is a series of three exhibitions, each made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hree individuals—two artists and one curator. Maintaining the 
premise of 2×2 (wherein two artists participate), 3×3 is an extended edition of 2×2, 
with the addition of the participation of a curator in each exhibition.   
 3×3 asks the three curators to think about their current interests and provides 
a time and space to realize their ideas in the form of an exhibition. The three curators 
either conceptualized the exhibitions or joined in on the process in the middle. In each of 
the three exhibitions, the role and mode of participation of the curator was different. The 
subject matter and ways of presentation of each exhibition also differed. Although they 
share the same exhibition space and have subsequent presentations during the autumn 
of 2018, all exhibitions are presented in different manners. What binds them together is 
only the fact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structures in the process and presentation of 
the exhibitions. Throughout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each of the exhibitions, Audio 
Visual Pavilion asked them to record or to recollect the process of preparation and their 
thoughts and concerns regarding their roles as organizers.
 The three curators invited by Audio Visual Pavilion are Jihyun Shin, Konno 
Yuki, and Hiji Noh. Each respectively organize an exhibition with Hana Kim and 
Jeongsoo Lim, with Eugene Jung and Kensuke Sugimoto, and with Kyeong-eui Moon 
and Nahm Hyun. In Paintings and Sculptures curator Jihyun Shin aims to illuminate two 
mediums that have long been discussed through the glyph, ‘&.’ Organizing the exhibition 
titled After 10.12, curator Konno Yuki sees the role of an exhibition as a stereoscope that 
refracts more than two distant yet similar worlds. Curator Hiji Noh’s collection-based 
exhibition Hiji’s House leads us to think about the decisions of why she has collected 
these artworks and why she shows them now.  
 After the closing of 3×3, Audio Visual Pavilion will conduct ‘Audio Visual 
Activities’ with the three curators. During this time we will discuss the curators’ concrete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by Audio Visual Pavilion. 

 Audio Visual Pavilion

시청각 기획전 «3×3»은 지난해 여름 시청각에서 열렸던 «2×2» 전시의 연장선에 있다. 

«2×2»는 작가 한 명이 다른 작가와 공동 작업을 하거나 전시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두 작가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각자의 작업이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며,  

또 이러한 과정은 결국 어떤 전시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3×3»은  

두 명의 작가와 한 명의 기획자가 협업해 세 명이 만드는 세 개의 전시 연작이다. «3×3»은  

두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는 «2×2»의 전제는 그대로 가져가되 각각의 전시에 기획자가 

참여하는, «2×2»의 확장판이다. 

 «3×3»은 세 명의 기획자에게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물었고, 그 주제를 

전시로 구현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안했다. 세 명의 기획자는 처음 전시를 제안하기도 했고, 

중간 과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세 개의 전시에서 기획자의 역할과 참여 방식은 모두 다르다.  

세 개의 전시가 각각 가져가는 주제와 전시 방법도 다르다. 이들은 전시 공간을 공유하고 

2018년 가을이라는 시간대를 차례로 쓰지만 모두 다 다르게 전시를 행한다. 세 개의 전시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전시가 진행되는 방식과 전시 형식에 세 개의 다른 구조가 있다는 것, 그것 

뿐이다. 시청각은 이들에게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기획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을 기록하거나 기억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청각이 초청한 세 명의 기획자 신지현, 콘노 유키, 노희지는 각각 김하나와 임정수, 

정유진과 스기모토 켄스케, 문경의와 현남 작가와 함께 전시를 기획했다. 신지현 기획자는 

«그림과 조각»에서 ‘&’라는 부호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온 두 작가의 매체를 비추어 보고자 

한다. «애프터 10.12»라는 제목의 전시를 만든 콘노 유키 기획자에게 전시는 떨어져 있지만 

유사한 두 개 이상의 세계를 굴절시켜 보는 입체경의 역할처럼 보인다. 노희지 기획자의 소장품 

전시 «희지스 하우스»는 기획자가 무슨 생각으로 작품들을 소장해왔고 마침 지금 왜 이 전시를 

보여주려 하는가 하는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3×3» 전시가 끝난 다음, 시청각은 세 명의 기획자와 함께 ‘시청각 언어활동’을 

진행한다. 시청각이 이들 기획자에게 요청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그 자리에서 나눠볼 

예정이다.  

 시청각



 HIJI’S HOUSE    

▒  Living in an another world, Hiji Noh luckily made quite some money through 
cryptocurrency investments which she had recently took up. She then spent most of 
her earnings buying artworks of two artists she was interested in. After purchasing 
the works, Noh arranged a small space in her house to exhibit works. She enjoys her 
modest hobby of regularly organizing private exhibitions by selecting works from her 
collection.

▒  The location where Audio Visual Pavilion exists in this world is, in a different 
dimension, Hiji’s house. Hiji Noh’s works as a dispatch researcher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he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and 
observes and reports cultural trends of this world. At this time while she is away on 
a business trip for two weeks, Noh opens her house to the public and presents her 
collection.

     
▒  Besides making reports for her day job, Noh sometimes observes our world and 

records her thoughts. Recently, Hiji Noh began posting these writings on Facebook. 
(Surprisingly, the other world’s Facebook is linked to this world.) Hiji Noh’s Facebook 
page is accessible via this link. www.facebook.com/hizinoh  

     
 *  A Ghost Story: the location of Hiji Noh’s house in an another world was once the site 

of a movie theater; one day it disappeared in a large fire. The current building, Hiji’s 
residence, built atop the old cinema, is rumored to be haunted by the ghosts of the 
audience members who could not escape the fire.

  
 Hiji Noh

Hiji Noh × Kyeong-eui Moon × Nahm Hyun 

: Hiji’s House

Oct 25(Thu) – Nov 4(Sun)

12 – 6 pm

There is no Opening Reception. 



 AFTER 10.12

/ In Riku Onda’s novel Q&A, a great disaster occurs in a shopping center, of which the 
cause is not known. Some years later a surviving child of the disaster is deified and 
draws the people’s attention. Becoming the object of worship the child paints, and 
these paintings are considered talismans and sold at a high price. The same girl from 
the future comes to the child and asks why she (herself) paints castles. After (…)
 
// From ‘being written’ as preface to ‘(already) written’ in writing.
Now, this preface is written in the stage of a blank state in which nothing is filled. It is 
not a summary but has a prophetic tone toward the approaching future; it is brought 
to the present as an access road toward the near future.

/// October 12 becomes a monumental day. This day, something happens and 
coagulates the flow of time like a monument. A day that always makes a knot in 
passing time – October 12 becomes a special day and people try to recall and cherish 
the day after this day has passed. Even after decades later, the expression ‘don’t 
forget’ will follow ‘this day.’ (...) The past preserves in the distant future, highlighted 
as separate, while being connected to the whole like a landscape, and stops as ‘the 
time’. This frozen time refers to a specific time, that is, ‘the time’. A ship, which remains 
in a town swept by a tsunami retains the time it was pummeled by the tsunami - as if 
the town were still being swept by the tsunami. Even when the landscape changes, 
children grow, and there is no one left who has experienced this extreme event, ‘the 
day’ nonetheless remains in the future (…) Why does it do so?
 
//// About living beings and objects*: (...) We sense time and relate it to memory as 
humans. The unforgettable day makes us look back towards the past through a 
monumen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humans, forms of frozen time becomes an 
object to long for as well as to condole and remember. After survivors pass away, 
living objects become a reminiscence of the accident. When objects stand in for 
speaking survivors, there becomes a rupture. No matter how we want to remember 
the moment,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past within objects.  In the meantime, the 
disaster-surviving city becomes beautified, losing its ability for delivering the past. 
From there, how can we see the past accident as the past thing? (…)   
* Living beings and objects: I extend the notion of living beings to include living objects



Konno Yuki × Eugene Jung × Kensuke Sugimoto

: AFTER 10.12

Oct 12(Fri), 2018 – Oct 22(Mon)

12 – 6 pm

Opening reception

Oct 12 (Fri), 2018, 5pm

Artist talk

Oct 13(Sat), 2018. 6pm

Auido Visual Pavilion

///// We must see it through two perspectives. Instead of widening the gap between 
life and death, we should see life within death and death within life; moreover, we 
should consider what kind of state of being we should be in order to see this time. (…) If 
a monument exists in a human-less world, will time stop? Can a character become sad 
by looking at his/her fragmented self? When a mural that contains the image of Seoul 
is seen without humans, can there be sympathy or lamentation? (…) Things that are 
seen after October 12 will tell u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records. 
After the opening reception, which approaches the end after the beginning is over, if 
all of a sudden everything disappears the day after, and only artworks remain, will the 
works become meaningless? If the characters do not die and murals retain meaning 
in the approaching future, will they not eventually die? When an exhibition is over and 
replaced by another exhibition, when an artwork disappears, furthermore, when 
humans (public and the audience) vanish, without the [human] gaze toward artworks, 
how can [they] exist? This exhibition targets the unclear time, of which the flow is 
hardly divisible, instead of the [human] time, which can be specified as ‘his’, time.

////// The question is, how much can a human’s perspective will be applied here? (…) 
To aim at time is not to carry a form of sympathy and longing to the time inscribed in 
objects. If we consider fragmented characters dead, are they alive in the first place? 
Who are the presumed people represented by murals of Seoul? Here, should the 
‘whom’ be exclusively human? In this exhibit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escape 
from a human-centric view, which is a different way from following the traces of the 
past and being immersed in an inner sensibility.  

/////// (…) A castle, it was an object drawn on t-shirts worn by a girl and another child 
who were crushed under the shelves in the disaster. The child finally died and the girl 
became a god-like being which people idolized. Under the shelves, this relationship 
continues. Crying of death? It suddenly pops up from a code arranged by a form of 
divine power without a sound. The death of a child witnessed by the divine child and a 
death that lies in the unconscious, are understood as a symbol of another enlightened 
world, the way to which will be guided by the survivor; yet the death suddenly 
manifests itself. In the miracle of survival there always lies death, as if there can be both 
the dead and the alive underneath the shelves. (…) Within our existence, one becomes 
alive as death [dies] again.

 Konno Yuki 



 PAINTINGS AND SCULPTURES

 

 X-Axis : Question
Paintings and Sculptures begins from the question of a curator, who 
rather than seeking a new medium today—where newness is no longer 
expected—, wonders if she can explore the expansion of mediums that 
have to date been considered traditional. The exhibition aims to explore 
these mediums beyond their historically defined categories. It is a story 
about ‘mediums’ that deviate the existing notions of painting and sculpture, 
yet still remain in these very categories. In other words the exhibition is a 
part of an exploration of the inherent expressiveness of mediums while 
keeping their medium-specificity. Donald Judd once spoke about the point 
where medium specificity disappears and an object becomes art, however, 
traditional mediums still continue to these days. The exhibition presents 
works that are too object oriented to be defined as paintings, or works that 
possess too many painterly qualities to be called merely, sculpture. This is 
a small attempt to read Rosalind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contemporary art. 

Y

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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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 Artworks
Hana Kim focuses on how painting creates relations with space. Her 
paintings are not completed on a two-dimensional surface, but reach 
completion when they react to and synchronize with the space in which 
they are placed. Meanwhile, her brush strokes retain the  traditional 
language of painting, which is very analogue and based on a kind of 
unpredictable quality. The textures and resonance of her paintings are 
perceivable only when one encounters the real works and willingly brings 
the eyes closer to looking at the works. This demonstrates the artist’s 
conviction in persistently making large abstract paintings and her hope to 
find the solution ‘within painting.’ Nevertheless, the work is not confined 
inside a flat surface but attempts to escape toward space. Resisting the 
authority of painting which claims its own perfection as flat surface, Hana 
Kim’s paintings are rolled, hung, and attached like the wallpaper, walls, 
and doors that have originally existed in Audio Visual Pavilion. Dividing, 
stepping on, and supporting the space, her paintings expand. The work’s 
solid planes, which seems like a kind of thin sculpture, explore how the 
flat surface harmonizes with space and functions as an object instead of 
remaining on the surface.    

If this is so, what about sculpture itself? “How does ‘sculpture (or the 
sculptural)’ work create relations with the body within space? Can surface 
and ornamentation have a structure and form for themselves?” Jeongsoo 
Lim’s questions toward sculpture are short but clear. In this exhibition, 
she questions how the medium of sculpture can have volume without 
weight and how ornamentation can have structure;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she explores images as surface and texture itself. Jeongsoo Lim 
constructs frames with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cement, steel frames, 
lumber, and acrylic sheets; she then decorates the surface with materials 
used for ornamentation such as wallpaper, tiles, artificial lawn (the artist 
calls it a flower bed) and wrapping paper. The texture of the surface 
created by Lim becomes the image. It is itself an inside and outside, front 
and back standing like walls and signboards scattered across the Audio 

 Y-Axis : Topic
The curator ‘wants to burst things as if to burst a sack of flour’ instead of 
keeping paintings and sculptures to remain in their long-held boundaries. 
The curator’s thoughts on the sculptural and the pictorial, representational 
and abstract, artistic value and objecthood are connected to the subject 
of, as well as her interest in, the expansion of the old mediums. This is a 
deviation from the long-solidified formal languages and rules of traditional 
mediums. Also, it is a rejection of confining a medium within itself, as well 
as an exploration toward new forms of recognition. The exhibition is also 
a sort of formal experiment to restore the critical validity of the medium of 
painting and sculpture, continually reinventing its novelty.

 Z-Axis : Support
The curator invites two artists who still deal with ‘painting and sculpture’ 
and attempts to provide visual information beyond the two mediums’ long-
held orders. ‘As if they have originally been there,’ the works are placed 
(or gently rest) on Audio Visual Pavilion’s  slightly slanted-crushed and 
amorphous space which disperses the dimensions of one’s view. The 
works become walls that divide the space and also become a kind of 
wallpaper occupying the space, existing as color, surface, and texture. 
The exhibition intends to call these forms as ‘painting and sculpture.’   The 
exhibition space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place where visitors (the 
audience) ‘experience artwork,’ rather than ‘see the artwork.’ The works 
do not remain just as artworks, but attain a form of theatricality through 
chemistry between work and space, suggesting an imagination towards 
something beyond the interspace of the artworks, walls, and the space 
itself. The work itself becomes the support that expands the space as well 
as the views of the space as the medium’s material support (Boris Groys). 



Jihyun Shin X Hana Kim X  Jeongsoo Lim

: Paintings and Sculptures

Sep 27(Thu), 2018  – Oct 9(Tue)

12 – 6 pm

Opening reception

Sep 27(Thu), 2018, 5pm

Visual Pavilion. The top part of this surface-sculpture follows the horizon, 
and here we can witness how the artist treats these thin objects.  
A structure that implies the horizon, this itself is a landscape and 
background of a perfect stage as well as an object-cum-sculpture. 

The two artists, Hana Kim and Jeongsoo Lim, attempt to stand on their own 
by taking walls, floors, and ceiling as their support. Paintings and Sculptures 
tries to present the (specific) medium, substance, and structure of painting 
and sculpture. But the show is, after all, not unlike assumptions, ruminations 
and questions on the direction to which works of art and medium proceed. 

 Jihyun Shin



3×3

2018.9.27(목)  – 11. 4(일)

오후 12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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