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주 개인전
Yongju Kwon Solo Exhibition 

폭포
Waterfall-Structure of Survival

2011. 09.16 – 10.05 (일요일 닫음)
September 16 – October 05, 2011(closed on Sundays)
폭포는 10분 간격으로 작동 됩니다. 

개막         2011년 9월16일 금요일 오후 6시  | 문래예술공장 Studio M30
Opening   September 16, 2011 Fri. 18h | Seoul Art Space Mullae Studio M30

공개 크리틱 2011년 10월03일 월요일 오후 4시 | 문래예술공장 Studio M30
Open Critic        October 03, 2011 Mon. 16h | Seoul Art Space Mullae Studio M30

책임기획  안소현(백남준 아트센터 큐레이터)
Project curator Sohyun Ahn (Nam June Paik Art Center, curator)

창작멘토   김범(작가)
Creative mentor  Beom Kim (Artist) 
 
크리틱 참가자  김종길(경기도 미술관 교육팀장)
Critic  Jonggil Kim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curator-chief of  education team)
 
                     김희진 (아트 스페이스 풀 디렉터)
  Heejin Kim (Art Space Pool, director)
 
  안소현(백남준 아트센터 큐레이터)
  Sohyun Ahn (Nam June Paik Art Center, curator)

* 서울시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2011년도 선정작

문래예술공장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0번지 02-2676-4300  hjsaru@sfac.or.kr 
mullae.seoulartspace.or.kr

고물 줍는 사람들은 생존 에너지가 손실이나 
낭비 없이 미적 에너지로 전환됨을 보여주었다. 

그들에게서 계급적 연민이 아닌 예술적 질투를 
느꼈다. 

드문 것은 주워오고, 흔한 것은 바가지를 쓰고 
사왔다. 

한 길에 내놓으면 훔쳐갈 만큼 멀쩡하지 않은, 
그러나 치워버릴 만큼 못쓰게 되지 않은, 딱 
그만큼의 물건들을 구해왔다. 

터지고 갈라진 곳들을 기우고 때우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내다버렸으나 차마 눈길을 떼지 
못하는 폼이 몹쓸 연애와 같았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전시장에 옮기는 건 
촌스러웠고, 현실 없는 눈요기를 만드는 건 
죄스러웠다.   

도시에는 인공적인 자연물보다 자연스러운 
인공물이 제격이라고 하였다. 

다분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이었으나, 그 노동은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따라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우려가 없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태어났다. 

각각 650L/분, 350L/분, 100L/분의 물을 견딜 수 
있는 생존에너지는 얼마인지 계산하였다. 

방치하면 흩어져 사라질 생존 에너지들을 한 데 
모아 위치 에너지로 전환해보니,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었다.  

지름 10미터 높이 5미터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숭고를 일깨우려는 찰나, 
엉성하고 기우뚱한 구조가 숭고를 밀쳐내어 
버렸다. 

누군가는 정신성이 부족하다고 충고했고, 
누군가는 상징성이 강하다며 질책했다. 

그 앞에서 누군가는 실소를, 누군가는 계급의 
고뇌를 뱉었다. 

                                          작가가 폭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기획자의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