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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six decades, Australia and Korea have 
developed together through their lasting cultural 
exchange. Hoping to continue this meaningful exchange 
this year, we organize the exhibition Negotiating 
Borders in Sydney, Australia. It is my great pleasure to 
share this exhibition.
 As a “network hub connecting Korea and the 
world with culture,” th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 is making 
ceaseless effor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culture by strengthening countries’ mutual 
understanding and cultural creativity by means of 
diverse cultural exchange projects. An example of this is 
the “Traveling Korean Arts” project which is forming a 
basis for sustainable cultural exchange. The project 
aims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touring of Korean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in cooperation with 
Korean Cultural Centres around the world and to 
encourage exchanges focusd on long-term 
collaboration.
 As part of this endeavor, the REAL DMZ 
PROJECT Negotiating Borders is about to take place in 
Sydney, Australia in 2022. This exhibition is an art 
project that deals with the visible and invisible borders 
in the DMZ and Korean border area. These days, the 
pandemic has forced us to experience different borders. 
In this regard,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helps us 
observe borders from an artistic point of view and look 
into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s, thus 
providing citizens of Sydney with a healing moment, 
albeit for a short while. 
 Although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s 
facing obstacles due to the pandemic, we are ready to 
share this exhibition thanks to the support from th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Artspace Sydney, 
National Art School Sydney and the Asian Arts Society 
of Australia, TAASA. That is why this event is all the 
more meaningful. We extend our gratitude to Jihee 
Kim, director of th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Sunjung Kim, the artistic director of REAL DMZ 
PROJECT, Sooyoung Choi, CEO of the Space for 
Contemporary Art and everyone who helped us 
organize this meaningful exhibition.
 KOFICE will continue its heartfelt support and 
care in order to reinforce the two countries’ exchange 
led by the arts and culture and to ensure their citizens’ 
more active cultural communication. 

 Jung Kilhwa
 President, KOFICE

Greetings지난 60년간 한국과 호주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올해도 뜻깊은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호주 
시드니에서 «경계협상» 전시를 소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다양한 문화교류로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의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Traveling Korean Arts)’는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국의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의 해외 순회를 
지원하고, 장기적 협업 과정 중심의 교류를 장려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호주 시드니에서 소개되는 
리얼디엠지프로젝트 «경계협상» 전시는 비무장지대(DMZ)와 한국 
접경 지역의 가시적, 비가시적 경계를 다루는 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경계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 예술적 
관점에서의 경계를 관찰하고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호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국제문화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시드니한국문화원과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시드니 내셔널 
아트스쿨, 호주아시아미술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본 
전시를 소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 
김지희 원장님과 김선정 예술감독님,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 
최수영 대표님을 비롯하여, 뜻깊은 전시가 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더욱 능동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국민들이 더 활발히 문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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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n honor for th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to present the exhibition Negotiating Borders. This 
event had originally been intended for last year to 
mark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Centre’s opening, but 
it ended up happening a year later in order to allow for 
a safer exhibition viewing environment. I am thrilled 
that after all these difficulties, the Negotiating Borders 
exhibition is finally able to welcome viewers in Sydney.
 Negotiating Borders was organized by the 
REAL DMZ PROJECT, including its artistic director 
Sunjung Kim. This project has spent the past decade 
since 2011 sharing exhibitions of contemporary art 
based on examinations and explorations of the regions 
surrounding Korea’s Demilitarized Zone. 
 At this exhibition in Sydney, you will be 
treated to astonishing work by some of Korea’s most 
representative practitioners of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lens of the DMZ and its unique 
environmen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and 
experience various ideas about the borders that we 
have encountered in the pandemic er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give 
thanks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KOFICE), and the REAL 
DMZ PROJECT for their generous support toward this 
exhibition, as well as to the artists who filled this space 
with meaningful works of art. 
 As we enter the first month of a new year, I 
look forward to greeting you at a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transformed by Korean contemporary 
art.
 Thank you.

 Jihee Kim
 Director,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Greetings«경계협상» 전시를 주시드니한국문화원에서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는 2021년 주시드니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보다 안전한 전시 관람 환경 
마련을 위해 한 해 늦은 2022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경계협상» 전시가 이곳 호주 시드니에서 관객을 맞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계협상»은 지난 2011년부터 근 10년 간 비무장지대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기반으로 현대미술 전시를 소개해온 
김선정 예술감독을 포함한 리얼디엠지프로젝트가 기획한 전시입니다. 
 이번 시드니 전시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가들의 놀라운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 
우리가 마주하는 경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비무장지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 투영해보고 경험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전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리얼디엠지프로젝트와 
의미있는 작품으로 전시 공간을 가득 채워준 참여 작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첫 달, 한국 현대미술로 단장한 
주시드니한국문화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희

 주시드니한국문화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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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협상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비무장지대(DMZ)와 한국 접경지역의 (비)가시적 경계를 다루는 동시대미술 
프로젝트이다. 2011년부터 준비를 하여 2012년 전시를 시작한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 인문, 환경, 건축, 생태 등 다른 분야의 학자들 및 연구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경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해 왔으며, DMZ에 대한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를 다시 예술적 관점으로 전환해왔다.
 분단의 상징인 DMZ는 기억에서 지워지고 잊힌 장소이자 미디어나 정치에서만 다루는 장소가 
되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각이 필요한 장소이다. 이곳은 남과 북 두 나라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DMZ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폭 4km, 길이 248km의 ‘지대’이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냉전의 산물이다. 6 · 25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나면서 남북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에 비무장지대인 DMZ는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된 장소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닌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DMZ라는 드러나지 않는 경계가 과거와 현재에 우리의 생활이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또한, 70여 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잊힌 경계인 
DMZ를 상기시키고 지역 · 역사 · 사회 · 심리적 경계를 다층적으로 연구해 현대사회에서의 ‘경계’에 대한 
의미 있는 화두를 제시하고 예술가들과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실험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수복 지구인 철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철원지역 내 자리한 양지리 마을, 민간인 통제구역, 노동당사 등 군에 의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왔던 
장소에서 전시를 열었다. 안보관광코스 중 전망대, 벙커, 땅굴 등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여 현대미술작품을 선보였다. 민간인 통제구역 내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양지리 마을은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레지던시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마을 전체가 전시장이 되기도 하였다. 리서처 및 
예술가들은 이 마을에서 짧게는 열흘, 길게는 두세 달을 머무르며 DMZ, 그리고 경계에서의 삶에 대한 
연구와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전시 관람을 위해 출입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접경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전시를 벗어나 공공미술로 접근하였다. 2년간의 지역 연구를 
진행하여 장소특정적 작업을 제작하였는데, 철원의 평화광장에는 마이클 주, 이수경, 김홍석의 작품을, 
소이산 입구에는 바이런 킴의 영구설치작업이 완성되었다. 
 이후, 2019년 문화역 서울284에서는 그간의 연구와 예술가들이 제안한 작업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디엠지(DMZ)»를 열었다. 이 전시는 DMZ의 역사와 풍경,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을 주제로 한 작업들을 전시하고, DMZ의 역사, 생태, 정치, 사회 등에 대한 내용을 아카이브로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자생식물들을 통해 생태 환경을, DMZ 지역의 쌀과 접경 지역 농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삶의 모습을 함께 다루었다.

2015년부터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해외 문화예술기관에 초정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자리한 비영리 단체인 슬라우트 파운데이션에서의 «차가운 전쟁, 뜨거운 평화»
전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덴마크의 쿤스탈 오르후스와 협력하여 개최한 «타임쉐어 프로젝트—
리얼디엠지프로젝트 오르후스 에디션»전에서는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된 세미나를 기반으로 만든 도록 
『경계협상』을 출판하였다. 2018년, 영국 노팅엄의 뉴 아트 익스체인지에서는 «리얼디엠지프로젝트: 
DMZ 지역에서 펼쳐지는 예술적 만남»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해외 전시인 «경계협상»이 시작되었다.
«경계협상»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리얼디엠지프로젝트에 참여한 작업과 함께 DMZ의 역사적 배경, 
북에 대한 예술적 접근과 앞으로 바뀔 남과 북의 미래에 대해 상상해보는 전시이다. 전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의 지원으로 브라질,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열렸으며 전시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경계협상

Negotiating Borders

The REAL DMZ PROJECT (RDP) is a contemporary art and research project that 
explores (in)visible boundaries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2011, collaborating with artists as well as 
other experts in diverse fields of study including history, sociology, architecture and 
ecology, the RDP has been producing artworks, exhibitions, publications and more 
that examine not only geographical borders but also invisible borders such as 
ideological and psychological divides that are operating in our life and society. It has 
thus evolved into a decade-long study into the DMZ region and many other borders 
that exist in contemporary society at large. 
 A symbol of the divided Korea and a product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stopped the Korean War, the DMZ has become a place of oblivion for many of us 
who want to forget about the tragedies and continuing conflicts. The RDP hopes to 
bring awareness about the division of Korea and how it has been producing 
immeasurable ideological and psychological boundaries among us as well as 
immense effects on the political, social, military, and diplomatic sectors of both 
countries. The 4 km-wide, 248 km-long “zone” separating the Korean Peninsula is an 
afterlife of the Cold War. Since the Korean War ended with a truce agreement rather 
than a peace treaty, continu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seen the DMZ 
evolve into one of the world’s most heavily fortified areas, paradoxically. It is not 
simply an inter-Korean issue, but an international affair that is operated under 
influences of foreign powers such as the US, China and Japan.
 The RDP aims to reveal and explore such invisible borders that have been 
operating in our lives and thinking. Through the critical lens of contemporary art and 
multilayered explorations of regional, histor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borders, 
the RDP not only brings attention to the DMZ and many kinds of borders in 
contemporary society, but also demonstrates a wide variety of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border issues.
 From 2012 to 2016, the RDP’s programs centered around Cheorwon, a 
“reclaimed area” located just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at used to belong to North 
Korea during the war. During these early years, we found it meaningful to mount 
exhibitions in such locations in Cheorwon as the Yangji-ri village, the Civilian Control 
Zone, and the old Korean Workers’ Party Headquarters building, which are mostly 
inaccessible areas, limited by the military. The observatories and bunkers along the 
DMZ Security Tour route were also used as exhibition venues, so that the tourists can 
encounter contemporary art commenting on the DMZ there. Yangji-ri is a village 
situated inside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a renowned habitat for migratory birds. 
In this village, the RDP established a residency program for artists and researchers so 
they can stay there for days or months taking a closer look at the everyday realities 
of the border area.
 From 2017 to 2018, the RDP shifted its exhibition focus to public art, moving 
away from temporary exhibitions that require access permit in the border area. After 
a two-year study of the region, we produced site-specific works by Michael Joo, 
Yeesookyung, and Gimhongsok which were exhibited at the Cheorwon Peace and 
Culture Plaza, and Byron Kim’s work for permanent installation at the entrance of 
Soisan. 
 In 2019, the RDP organized an extensive survey exhibition in Seoul titled 
DMZ, mounted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the Old Seoul Station building. Consisted 
of sections that addres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DMZ, the exhibition 
brought together artists’ works that explore the DMZ and related issues from many 
angles, including those exhibited in previous RDP programs. It also featured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 contributed by researchers and scholars, for example a 
reconstruction of the DMZ’s ecological profile and a section on rice (Cheorwon’s 
regional specialty) and the farmers in the border area.

REAL DMZ PROJECT

Sunjung Kim
Artistic Director

김선정

예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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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따라 작품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리하는 등 여러 변주를 시도하며 진행되었다.
 브라질 상파울루와 쿠리치바의 전시에는 남한의 눈으로 경험한 북에 관한 내용, 한국군 병사의 
모습, 그리고 북에서 만들어 온 자수 작업을, 영국 런던의 전시에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의 DMZ
에 대한 회화 작업, 한국전쟁 이후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아카이브, DMZ에서 
자라는 식물 연구 자료, DMZ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보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추가되었다. 프랑스 파리 
전시는 DMZ를 축으로 마치 남과 북이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에 착안하여, 피민코재단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전시가 서로를 반영하는 것처럼 구성하였다. 피민코재단에선 무장화된 
비무장지대의 아이러니한 현실을 조명하고 두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축해온 실제를 드러내는 
한편,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도래할 평화 시대의 DMZ를 상상해보는 작업들을 배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시를 준비하면 해당 공간을 미리 방문하여 현장에 맞는 작가와 작업을 선별하고 
지역의 기관들과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시기 동안 기획된 프랑스, 남아공, 독일, 호주 전시의 경우 
큐레이터의 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성공적인 전시 실행을 위하여 매우 긴밀한 현지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팬데믹 이전에 현장 답사를 진행하여 작품 선정 및 배치는 
순조로웠으나,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여러 번 개막을 연기해야 했다. 
 남아공 전시의 경우 크루거스도프시의 니록스 조각 공원이라는 야외 공간에 장소특정적 작업을 
선보이기로 계획되어 참여작가들은 현장 설치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엔 모든 
여행이 무산되어 작가들은 온라인에 의지한 채 수많은 영상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현지 설치 
팀과 설치를 진행해야 했다.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 중, 환경조경학자 조경진, 조혜령이 선보인 ‹지뢰꽃›은 
전시 종료 이후에도 현장에 보존되어, 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4계절의 DMZ 식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2020년 9월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한 차례 연기되어 12월로 
조정되었고, 그 이후 2022년까지 잠정 연기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처음으로 온라인상에 비무장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례적인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온라인 공간과 일반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군인에게만 허락된 DMZ는 어떤 면에서 모두 상상의 
공간이다. 작가들의 작업을 가상의 DMZ에 재현하고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이 가상의 ‘디엠지’ 공간을 
부유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경계”는 어떤 의미인가? 국경 봉쇄, 지역 차단, 이동 제한과 
같은 상황에서 마주한 자유여행과 국경 개방 같은 상상은 남과 북에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드니 
«경계협상» 전시는 서서히 국가 간 여행이 재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빗대어 남과 북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해본다. 
 전시는 “먼저 온 미래”와 “잘 지내고 계신가요”의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전소정의 작품 
제목에서 파트명을 따온 첫 파트에는 남북 피아니스트의 협주를 통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전소정의 ‹먼저 온 미래›, 1951년과 2015년, 각기 다른 시간을 가로지르는 두 국제 여성 사절단의 
방북 현장을 담은 제인 진 카이젠의 ‹Apertures | Specters | Rifts›, 2000년 일본 오사카에서 이뤄진 
남한의 선수와 북한 국적의 조총련계 선수의 프로복싱 대결의 한 장면을 재현한 최대진의 ‹라스트 찬스›, 
북한과의 금기된 소통을 시도하고자 디지털 도안을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자수공예가들에게 보내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한 함경아의 ‹불편한 속삭임, 바늘 나라 SMS 시리즈, 위장무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작업들은 경계를 흩트리며 남북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조응의 순간을 보여준다. 
 층계를 올라와 시작되는 전시의 두 번째 파트 ”잘 지내고 계신가요”는 전망대에 올라 북한을 
바라보며 상상한 분단 역사 속 개인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우성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로 시작된다. 그 안쪽으로는 민통선(남방한계선 바깥 남쪽으로부터 5–20km에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 울창한 숲에서 지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추적한 제인 진 카이젠의 영상 작품 
‹Sweeping the Forest Floor›, 생태의 중요한 장소가 된 디엠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조경진과 조혜령의 작업 ‹DMZ 식물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정전 상황으로 인해 입대가 
필수적인 한국 군인의 모습을 관찰한 후 촬영한 오형근의 ‹중간인› 연작이 전시된다. 
 전시장 밖에서는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내셔널 아트스쿨과 협업한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본 연계 프로그램은 장영혜중공업이 풀어내는 DMZ 투어 가이드 김선희의 이야기 ‹우리의 

경계협상, 시드니

Starting in 2015, the RDP began to go abroad, invited by overseas institutions. In 
2015, invited by Slought, a non-profit organization on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RDP presented an exhibition titled Cold War, Hot Peace. In 2017, in 
collaboration with Denmark’s Kunsthal Aarhus, we organized the Timeshare 
Project—REAL DMZ PROJECT: Aarhus Edition, a program consisting of an exhibition 
and seminars, based on which we also produced a publication titled Negotiating 
Borders. In 2018, we held an exhibition titled The Real DMZ: Artistic Encounters 
Through Korea’s Demilitarized Zone at New Art Exchange in Nottingham, UK. 
 In 2019, the RDP launched a traveling exhibition series Negotiating Borders. 
By inviting new and selected artists and works from previous RDP exhibitions, 
Negotiating Borders reflects on the past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DMZ and 
imagines its future possibilities. With grant aid from th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 the ongoing exhibition series has thus far 
traveled to Brazil, UK, France,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Each show is newly 
curated, with the different venues featuring different works. 
 In Brazil’s São Paulo and Curitiba, the two exhibitions focused on examining 
the past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DMZ and of North Korea through South Korean 
eyes. In London, the exhibition mounted at the Korean Cultural Centre UK featured 
paintings of the DMZ produced between the late 1970s and the 1980s; a photographic 
archive showing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 since the Korean War; 
ecological research materials concerning the DMZ flora; and creative propositions 
visualizing the future of the DMZ. In Paris, a twofold exhibition was curated in two 
venues, imagining it would enact North and South Korea’s condition of ‘mirroring’ 
each other along the axis of the DMZ. While the exhibition at the Fondation Fiminco 
shed light on the paradoxical realities of the highly militarized DMZ and the divided 
Korea, the exhibition at the Culturel Coréen focused on showing works that constitute 
fictional proposals for the DMZ’s future.
 Before the pandemic, curating usually began with site visits to the venues, 
which would inspire the selection of artists and works, and then the remaining 
preparation process would proceed in collaboration with the host institutions. But 
with the exhibitions in France, South Africa, Germany, and Sydney which were 
planned in the amidst of the virus crisis, we were unable to travel, so we worked more 
closely with the host institutions to realize and mount the shows. For the French 
exhibitions, before the pandemic we had already had several site visits and decided 
which works would be installed where, but the opening was delayed several times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In South Africa, an outdoor exhibition was mounted in the NIROX Sculpture 
Park in Krugersdorp. The participating artists were all planning to travel abroad to 
install their works on site. But in the end, because of the pandemic, no artists could go 
and only their works could arrive in the park, where the local staff undertook the site-
specific installation via online communication with the artists giving directions from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One of the works, Mine Flower by environmental 
landscape scholars Kyung Jin Zoh and Hye Ryeong Cho, was kept in the park, so it 
welcomes the visitors to witness the wild flora from the DMZ in different seasons 
throughout the year.
 Germany was one of the places on the initial itinerary of the Negotiating 
Borders project. Initially scheduled to open in September 2020, the exhibition was 
first delayed to December 2020, and then to 2022, due to the closure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 following the government’s safety regulations. However, the 
COVID-19 shutdowns motivated the RDP to make an online exhibi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inception. While civilian access to the DMZ is prohibited, our online 
exhibition re-created the DMZ in a virtual space as the stage for artworks, so that 
audiences can view them while virtually moving around and flying over the 
digitalized “DMZ” space.

What does “border” mean during the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During 
border closures, regional blockade, and movement restrictions, we imagine freedom 
of traveling and open borders, as we would for the fu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Negotiating Borders

Negotiating Borders, 
Sydney

16 17



NE
GO

T
IA

T
IN

G 
BO

RD
ER

S

디엠지›, 북한산을 올라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 여성 새터민의 모습을 담은 임흥순의 ‹북한산›, 
윤이상의 음악 ‘더블 콘체르토(일 년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비극적 전설을 남과 북에 은유하여 만든 
곡)’를 인용해서 새로운 곡을 선보이는 전소정의 ‹이클립스 I, II›, 윤이상의 ‘더블 콘체르토’를 모티브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순간을 포착한 한 또 다른 작가 박찬경의 ‹비행›과 남과 북의 세트장을 교차하여 
보여주는 ‹세트›, 마지막으로 양지리 마을에서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가 머물며 촬영 및 제작한 영화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소개된다.
  «경계협상, 시드니»는 둘로 나뉜 채 만날 수 없는 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비무장지대의 모습—군인과 자연의 모습—과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계에 거주하는 삶을 포착한다.  

리얼디엠지프로젝트는 남과 북의 경계가 가진 문제와 의미를 찾고자 시작되었다. 철원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는 현재 해외 여러기관에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일상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한반도 경계의 삶, DMZ를 둘러싼 정치와 사회 문제, 남과 북 주변 
열강들과의 문제 등을 다양한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다른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리얼디엠지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 한계와 예상 밖의 상황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 그러나, 학술적인 리서치의 한계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성을 제시한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생각, 그리고 실현을 위한 노력은 어쩌면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을 끝내며

As the pandemic travel restrictions are slowly lifted, the exhibition Negotiating 
Borders take this unprecedented time as a metaphor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a 
new futu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ydney exhibition is consisted of two parts: “Early Arrival of Future” 
and “How are you doing?” The first part, which draws its title from a work by Sojung 
Jun, includes that video work featuring a joint performance of a North Korean pianist 
and a South Korean pianist. It also presents Jane Jin Kaisen’s Apertures | Specters | 
Rifts, consisting of photographs of North Korea captured by two international 
women’s delegations, one in 1951 and the other in 2015. Daejin Choi’s Last Chance 
illustrates a moment from a pro-boxing match held in Osaka in 2000 between a 
South Korean boxer and a Zainichi Korean boxer with North Korean citizenship. 
Kyungah Ham’s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 SMS Series in Camouflage 
contains embroidery works of Ham’s digital design by North Korean embroiderers, a 
result of a forbidden contact that the artist made through a Chinese broker. These 
works show moments of border-crossing and correspondence between the two 
Koreas in varying ways and degrees.
 The second part “How are you doing?” unfolds on upstairs with Woosung 
Lee’s How are you doing? I’m doing well here, a work on personal narratives within 
the history of Korea’s division that the artist contemplated while looking out at North 
Korea from an observatory. Jane Jin Kaisen’s Sweeping the Forest Floor is a video of 
a mine detector moving frantically in a lush forest inside the Civilian Control Line (the 
borderline stretching 5 to 20 kilometers south of the Southern Limit Line). Kyung Jin 
Zoh and Hye Ryeong Cho’s DMZ Botanic Garden comprises an herbarium of plants 
growing naturally in the DMZ, an ecological treasure house. Heinkuhn Oh’s 
Middlemen photographic series observe South Korean men in the military, a 
mandatory service in the country due to the armistice situation.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a screening program is prepared in 
partnership with Artspace Sydney and the National Art School. This program 
presents: the artist duo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OUR DMZ, which 
tells a story of a DMZ tour guide, Sunny Kim; Im Heung-soon’s Bukhansan follows a 
North Korean defector telling her story while climbing Bukhan Mountain; Sojung 
Jun’s Eclipse I, II stages a performance of a music reinterpreting the Korean-born 
German composer Yun Isang’s “Double Concerto,” a composition that links inter-
Korean relations to the Korean folklore of a loving couple that can only meet once a 
year; Chan-kyong Park also references Yun’s “Double Concerto” in his Flying, a film 
exploring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in 2000; Chan-kyong Park’s Sets 
comprises a slide projection of images of movie filming sets in North and South 
Korea; Adrián Villar Rojas’ El momento más hermoso de la guerra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is a film made during his stay in Yangji-ri.
 As such, Negotiating Borders, Sydney shows the conflicting realities of the 
DMZ—including the images of the nature and the soldiers—behind the seemingly 
peaceful appearance, while at the same time exploring how the people in the 
separated peninsula can “connect” with each other. 

The REAL DMZ PROJECT embarked as an attempt to discover the meaning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Having started in 
Cheorwon with the small community, it is now travelling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Over the last ten years, the RDP has presented numerous 
contemporary artists’ perspectives on a range of issues from everyday stories in the 
border area to the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surrounding the DMZ 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journey has not been easy or simple. Due to various limitations and 
unexpected circumstances, there are many ideas and projects that could not be 
realized. But artists have always offered new possibilities beyond the limits of 
academic research. And I believe the artists’ imaginations, creative thinking, and 
efforts for realization will build brid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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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먼저 온 미래›, 2015
단채널 영상, 스테레오 사운드, HD 16:9, 

10분 8초

Sojung Jun, Early Arrival of Future, 2015
Single channel video, stereo sound, HD 16:9, 

10 min 8 sec

Situated at the gallery entrance, Sojung Jun’s work Early Arrival of 
Future offers the soothing caress of a piano melody amid the 
somewhat somber reality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Recording 
the encounters, conversations, and practice between two pianists—
North Korean defector Kim Cheol-woong and South Korean Uhm Eun-
kyung—as they prepare for a joint performance, this work includes a 
single-channel video of their duet, a transcript of their conversations, 
and a musical score. The title Early Arrival of Future is a term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used to refer to themselves. Kim was 
born into a wealthy North Korean family and had been following an 
elite course to become a pianist when he was summoned by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one day while practicing at a Pyongyang studio 
to perform Richard Clayderman’s Autumn Whisper for the woman he 
loved. After undergoing interrogations, he resolved to leave North 
Korea. This led to his arrival in the South—and this “early arrival” of 
Korea’s future sat down before a piano across from Uhm Eun-kyung. 

Uhm: I suppose there are things only art can do?
Kim: It’s about going back and forth through time, 
wherever you feel like going…

—From the Early Arrival of Future conversation 
transcripts

Against the grain of time and ideology, the two pianists sit before 
their instruments, talking about North and South Korean music as 
they return to the past—and memories of early childhood in 
particular—in an attempt to bridge a 70-year gap. The two pianists 
carefully combine the songs that they would have murmured together 
in the past, songs that have been forgotten for seven decades, 
compromises homogeneity. Their collaboration “Sinabro” is a melodic 
variation of “Yonggang Ginari” and “Eommaya Nunaya,” focusing on 
jung-im-mu-hwang-tae scale (the basic scale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arrangement reaches harmonies of “Dondol Arirang” and 
“Gangangsullae” as a metaphor to the harmony of the North and 
South.

전시장 초입에 자리한 전소정의 작품 ‹먼저 온 미래›는 ‘분단’이라는 다소 무거운 
한반도의 현실을 피아노의 음률로 어루만진다.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과 남한 
피아니스트 엄은경의 일련의 만남, 대화, 연습을 통해 협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기록한 
이 작품은 두 사람이 합주하는 단채널 영상, 그들이 나눈 대화록, 그리고 악보로 
구성된다. 제목 ‹먼저 온 미래›는 탈북자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용어라고 한다. 북한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피아니스트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김철웅은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평양의 연습실에서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을 
연습하다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 탈북을 결심한다. 이를 계기로 먼저 남한에 
오게 된,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 모르는 그는 엄은경과 피아노 두 대를 앞에 두고 
마주하였다. 

엄: “예술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 “세월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먼저 온 미래› 대화록에서 발췌

시간과 이념을 거슬러 피아노 앞에 자리한 두 피아니스트는 각각 남북한의 음악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70년의 격차를 좁히고자 과거, 특히 유년기의 기억으로 회귀한다. 두 
사람은 과거의 우리가 중얼거리듯 같이 불렀을 노래들, 그러나 70년 동안 잊힌 채 
서로에게 낯설어진 선율을 조심스레 결합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자 한다. 이들의 
협연은 ‘용강기나리’와 ‘엄마야 누나야’의 변주선율로 시작되는 피아노 합주곡 
‘시나브로’는우리가락의 근간이 되는 국악 기본 음계인 중임무황태의 음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돈돌아리랑’과 ‘강강술래’로 마무리되며 남북의 화합을 꾀한다. 

Fig. 1, 2, 3, 4, 5 
Sojung Jun, Early Arrival of Future 
(film still), 2015, Courtesy of the 
artist

Fig. 6
Sojung Jun, Early Arrival of Future 
(texts and music score), 2015,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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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g. 4

Fig. 3

Fig. 6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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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진 카이젠, ‹Apertures | Specters | Rifts›, 2016
삼면화 수공예 원목 라이트 박스, 흑백 사진 36장,

52.8×508.4×10cm

Jane Jin Kaisen, Apertures | Specters | Rifts, 2016
Triptych handcrafted oak light box, 36 B&W

Photographs, 52.8×508.4×10 cm

Apertures | Specters | Rifts by Jane Jin Kaisen consists of a triptych 
red-light box containing 36 black-and-white photographs portraying 
North Korea through the lens of two international women’s 
delegations. In May 1951, while the Korean War was still raging, 
Danish journalist and women’s rights advocate Kate Flerson, visited 
North Korea as part of a delegation organized by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Upon her return she published 
Fra Nordkorea. Indtryk fra en Rejse til Verdens Ende (From North 
Korea. Impressions from the End of the World) about her experience. 
Seventy years later, in May 2015, Kaisen—born in Jeju and adopted to 
Denmark—visited the North as part of Women Cross DMZ, an 
international women’s delegation consisting of 30 women. Half of the 
photographs in the lightbox stem from Fleron’s archive, while the 
remainder were taken by Kaisen herself, visualizing the persistent 
trauma of war and polarization of the Cold War.
 Basing her artistic practice on over a decade of research 
into Korea’s division and the Korean War, Kaisen has focused on 
questions of militarization and gender, civilian massacres, and 
diasporic experiences of war, including how transnational adoption 
from Korea to western countries are entangled with Cold War politics. 
She has explored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y and trauma, which encompass themes such as 
colonialism, war, militarism, and forced migration. 
 In 2015, Kaisen was able to visit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she acquired Danish citizenship at the cost of losing her 
South Korean citizenship through transnational adoption; it was a 
journey that allowed her to cross the demilitarized zone dividing the 
two Koreas. This border-crossing experience also related to 
something that has long been a matter of interest for her, namely the 
question of translation, or what she conceptualizes as “translating 
otherwise”, which for the artist is a threshold position that involves a 
fundamental unsettling of ideas that are taken for granted and an 
aesthetic mediation of this experience with the attempt to create 
spaces for critical reflection, dialogue, and affinities across times and 
spaces.

제인 진 카이젠의 ‹Apertures | Specters | Rifts›은 두 국제 여성 사절단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을 담은 36장의 흑백 사진이 붉은색의 삼면화 라이트 박스 위에 
놓인 작품이다. 6 · 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의 5월, 덴마크 언론인이자 여권 
운동가인 케이트 플레론은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에 의해 꾸려진 사절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플레론은 귀국 후 
자신의 경험을 담은 『북한에서. 세계 종말의 인상』를 저술하였다. 이로부터 70년이 
흐른 2015년 5월, 제주에서 태어나 덴마크에 입양돼 자란 작가 제인 진 카이젠은 30
명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국제여성평화걷기’라는 국제 여성 사절단의 참가자로 북한을 
방문했다. 작가는 케이트 플레론의 아카이브에서 절반의 사진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채움으로써 전쟁의 트라우마와 냉전의 양극화가 
지속되었음을 가시화한다. 
 카이젠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십여 년간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예술적 실천의 수행 과정에서 무장화와 젠더, 민간인 학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디아스포라적 현상에 주목했다. 더불어 한국의 국제 입양이 어떻게 냉전체제의 
정치권 아래 자리하게 되었는지에 집중하였다. 작가는 식민성, 전쟁, 군사주의, 그리고 
강제 이주 등의 역사 속 개인, 집단 기억과 트라우마 간의 연결성을 탐색한다.
 입양으로 인해 남한 국적과 덴마크 국적을 맞바꿔야 했던 카이젠의 
초국가적 여정은 2015년 분단된 남한 사이의 DMZ를 걸어서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계 넘기는 작가가 오랜 기간 관심을 두고 천착해 온 ‘번역하기’ 
혹은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기’의 본질과도 연결된다. 카이젠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고에 담긴 근원적인 불안을 미적 성찰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지점에서의 
비판적 성찰, 대화, 타협을 창출하고자 한다.

Fig. 1
Jane Jin Kaisen, Apertures | 
Specters | Rifts, installation view: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RTSPECTRUM, Korea, 2016, Photo 
Byunghun Min / Halo Studio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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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g. 2
Jane Jin Kaisen, Apertures | 
Specters | Rifts,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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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라스트 찬스›, 2021
아크릴 물감, 폴리에스터 천, 200×600cm

Daejin Choi, Last Chance, 2021
Acrylic paint on polyester fabric, 200×600 cm

Last Chance by Daejin Choi is a drawing work that recreates a 2000 
pro boxing match in Osaka between Cho In-joo, a South Korean, and 
Hong Chang-soo (Masamori Tokuyama), a Zainichi Korean with North 
Korean citizenship. During the match, Hong had the words “ONE 
KOREA” emblazoned around his lower back. North Korea’s first pro 
boxing champion, Hong gained South Korean citizenship in 2007—
even though he had previously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a “people’s athlete.” With his insistence 
that there is “no 38th Parallel in the ring,” he transformed the boxing 
ring into a setting not for combat, but for reconciliation. With his 
rough and dynamic drawing, Choi depicts this historic encounter in 
dramatic fashion.
 The title Last Chance comes from the name of a US 
military officers’ club located in Jangpa, a village in the Papyeong 
township of the South Korean city of Paju. A setting where many US 
military units were stationed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Paju 
developed a large commercial district catering to US troops, which 
thrived through the 1970s. Located near the Libby Bridge leading to 
the DMZ, Jangpa was packed with restaurants, clubs, bars, and inns 
for US soldiers. Last Chance was the first club across the Libby Bridge, 
serving as a cradle of Korean popular culture where numerous 
Korean singers spent time before going on to achieve fame. 
 Tracing the complexities of modern history experienced 
by the Korean Peninsula in the wake of its division, Choi sought to 
metaphorically and allusively represent the various human stories 
that he encountered in the process. Last Chance first appeared as a 
mural at the CAMP 2020 exhibition, held at the former military base 
of Camp Long. In 2021, it was recreated on a six-meter-wide canvas 
for the Margins of Error exhibition at NIROX Sculpture Park in South 
Africa. Rendered as though sprayed on the canvas in black ink, the 
two figures visualize the experience of division and the intense 
battles that took place therein. 

최대진의 ‹라스트 찬스›는 2000년 일본 오사카에서 이뤄진 남한의 조인주 선수와 
북한 국적의 조총련계 홍창수 선수의 프로복싱 대결의 한 장면을 재현한 드로잉 
작품이다. 경기 당시 홍창수의 허리에는 ‘ONE KOREA’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북한 최초의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인 홍창수는 인민체육인으로 선정되어 북한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링에는 38선이 없다”고 외치던 그는 사각 링을 혈전의 장이 아닌 화합의 무대로 
탈바꿈했다. 작가는 이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을 거칠고 역동적인 드로잉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했다. 
 작품 제목 ‹라스트 찬스›는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위치한 한 미군 장교 
전용 클럽의 이름에서 차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파주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대규모 상업지구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1970년대까지 
대호황을 누렸다. 장파리 마을은 DMZ로 연결되는 리비교가 인근에 있어 미군을 위한 
음식점, 클럽, 술집, 여관 등이 즐비한 곳이었다. 리비교 건너 가장 먼저 자리한 클럽 
‘라스트 찬스’는 당시 유명 한국 가수들이 무명 시절을 무수히 거쳐 간 곳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발아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작가는 분단 이후 한반도가 겪었던 복잡다단한 한국 현대사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여러 인간사를 함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라스트 찬스›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대에서 진행된 «CAMP 2020» 전시에서 
벽화작업으로 첫 선을 보였고, 202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록스 조각 공원의 
«Margins of Error» 전시를 위해 6미터 너비의 캔버스 천에 재현되었다. 검은 
먹으로 분사하듯 그려진 두 인물은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왔을 분열의 시간을 시각화 
한다.

Fig. 1
Daejin Choi, Last Chance, 
installation view: NIROX Sculpture 
Park, Margins of Error, South 
Africa, 2021, Photo Dan Roberts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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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ejin Choi, Last Chance, 
installation view: NIROX Sculpture 
Park, MARGINS OF ERROR, South 
Africa, 2021, Photo Dan Roberts

Fig. 3,4
Daejin Choi, Last Chance (detail), 
2021, Photo Jessica Doucha

Fig. 2

Fig. 3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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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아, ‹불편한 속삭임, 바늘 나라 SMS 시리즈, 
위장무늬 당신도 외롭습니까? 
C 01-01-02›, 2014–2015

북한 손자수, 면 천 위에 실크사, 중간자, 밀수, 
암호, 뇌물, 긴장감, 근심, 검열, 이데올로기, 나무 프레임, 

1,000시간 1명, 146×146cm

The Embroidery Project that Kyungah Ham has been involved in since 
the late 2000s was inspired by her chance discovery of a North Korean 
propaganda leaflet in front of her house. Seeing the leaflet, she had 
the idea of artistic communication with an anonymous partner in the 
North. She sought to reach out toward the lives of North Koreans, 
which are restricted, that stands in sharp contrast with South Korea’s 
highly digitalized lives, where all manner of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click of a mouse. Since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was 
forbidden, Ham produced diagrams by digitally combining online 
news, images, popular songs, and short greetings, after which she had 
a third party pass them along to embroidery artisans in North Korea
 The contrast between Ham’s digitally created diagrams 
and the labor-intensive analog medium of embroidery is not 
coincidental. As they embroider the patterns, the North Korean 
artisans undergo a performative experience where they sense the 
relative temporalities of North and South as they read and imagine 
the artist’s messages. Ham’s risky and invisible communication 
renders tactile and silent dialogue across the physical, political, and 
psychological boundaries separating North from South. While some 
form of camouflage is necessary as the images are rendered in 
abstract ways to avoid falling afoul of censors, the artist does not 
omit to share news with the collaborating embroiderers.
 The Sydney exhibition features Ham’s series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SMS Series in Camouflage, which consists 
of paintings exquisitely embroidered in splendidly colored threads. 
Hiding amid the eye-catching colors, curves, and images is an English-
language SMS (sending message service) provided by the artist. The 
beautiful images become a medium of communication that harbors 
seven decades of history on a divided peninsula—things like 
smuggling, encryption, bribes, tensions, fears, censorship, and 
ideology—yet one that also confounds borders. “Big Smile (North 
Korean card section text)” could be interpreted along political lines, 
but it also reads as a hopeful message by the artist to the female 
embroiderers laboring under difficult working conditions. Ham also 
shares the occasional greeting that expresses her feelings. Posing the 
question, “Are you lonely too?” the artist voices the hope that the 
embroiderers might have discerned the meaning within the text as 
they applied stitch after painstaking stitch. 

2000년대 후반부터 함경아가 진행한 ‘자수 프로젝트’는 작가가 집 앞에서 우연히 
발견한 북한의 선전용 ‘삐라’를 보고 알 수 없는 북한의 누군가와 예술적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안되었다. 작가는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정보가 눈 
앞에 펼쳐지며 고도로 디지털화된 우리의 일상과 상반되는 폐쇄적인 북한 주민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 북한과의 금기된 소통을 위해 인터넷에서 모은 뉴스, 이미지, 
대중가요, 혹은 짧은 인사말 등을 조합한 디지털 작업으로 도안을 제작한 후 제3자를 
통해 북한의 자수공예가들에게 전달했다. 
 함경아가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한 도안들과 아날로그적이며 노동집약적 
매체인 자수는 우연치 않은 대비를 이룬다. 북한의 자수노동자들은 직접 수를 놓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상대적인 시간성을 경험하며 작가의 메시지를 읽고 상상하는 
수행적 경험을 한다. 함경아의 위태롭고 비가시적인 접촉은 남북 간의 물리적, 정치적, 
심리적 경계를 넘나들며 무언의 대화를 촉각화한다.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미지를 
추상화해야 하는 일종의 위장술이 필수적이지만 작가는 자수공예가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시드니 전시에서 선보이는 ‹불편한 속삭임, 바늘 나라 SMS 시리즈, 
위장무늬› 연작은 화려한 색상의 실들로 정교하게 수 놓인 자수 회화이다. 시선을 끄는 
색채와 곡선, 이미지들 속에는 작가가 건네는 영문 SMS(Sending Message 
Service)가 숨어있다. 이 아름다운 이미지는 밀수, 암호, 뇌물, 긴장감, 근심, 검열 
이데올로기 등 70여 년 분단의 역사를 함축함과 동시에 경계를 흩트리는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밝게 웃자(북한 카드섹션 문구)”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고된 노동 현장의 여성 자수공들에게 보내는 작가의 희망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함경아는 때로 자신의 감정이 담긴 인사말을 전달하기도 한다. 작가는 “당신도 
외롭습니까?”라는 물음을 넌지시 던지며 그녀들이 한 땀 한 땀 자수를 채우는 동안 그들 
나름 글에 담긴 의미를 해석했을 것이라 희망한다.  

함경아, ‹불편한 속삭임, 바늘 나라 SMS 시리즈, 
위장무늬 밝게 웃자(북한 카드 섹션중 문구) 

C01-01-03› 2014–2015
북한 손자수, 면 천 위에 실크사, 중간자, 밀수, 

암호, 뇌물, 긴장감, 근심, 검열, 이데올로기, 나무 프레임, 
1,000시간 2명, 146×147cm

Kyungah Ham,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SMS Series in Camouflage 
Are you lonely too? C 01-01-02, 2014–2015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smuggling, 
secret code, bribe, tension, anxiety, censorship, 

ideology, wooden frame, 
approx. 1,000 hrs 1person, 146×146 cm

Kyungah Ham,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SMS Series in Camouflage 

Big Smile C 01-01-03, 2014–2015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smuggling, secret code, bribe, tension, 
anxiety, censorship, ideology, wooden frame, 

approx. 1,000hrs 2persons, 146×147 cm

Fig. 1
Kyungah Ham,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SMS Series in 
Camouflage Are you lonely too? 
C 01-01-02, 2014–2015,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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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yungah Ham,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SMS Series in 
Camouflage Big Smile C 01-01-03, 
2014–2015, Courtesy of the artist

Fig. 2

36 37



NE
GO

T
IA

T
IN

G 
BO

RD
ER

S

I recently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DMZ. Several 
weeks ahead, the host institution urged me to submit 
paperwork that was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to 
visit the DMZ. An unpleasant feeling surged up as I had 
to fill out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For what reason 
and for whose permission? Nowhere else in the world 
will you see this level of control operating. The DMZ is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is 
managed and overseen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us, to visit there, you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UNC. The Korean War started as 
an inter-Korean war, but escalated into an 
international conflict in which the two forces of the Cold 
War came to gripes, and eventually ended with an 
armistice agreement between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People’s Army, and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The armistice agreement established 
the Demilitarized Zone to prevent military clashes 
between the two Koreas; but unfortunately, 70 years 
after the separation, it is an obstacle preventing contact 
and exchange between them.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th of 1953, establish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ordered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move their troops back an 
equal distance of 2 kilometers from it. That’s how the 
DMZ was created - the 248km-long and 4km-wide 
extraordinary strip of land. Literally, no army can be 
stationed in the Demilitarized Zone. But paradoxically, 
it is a heavily militarized zone with numerous weapons. 
Moreover, very few people can come and go there: UN 
soldiers, North Korean soldiers, and South Korean 
soldiers, who are responsible for guarding the border; 
residents of the “propaganda villages” in the area that 
the two countries have creat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and some tourists. Because people’s access is 
strictly controlled, the DMZ has become a safe haven 
for animals and plants. It is the only place on the 
peninsula that the development driven governments 
could not reach. And despite the rampant economism as 
well, it remains firmly locked. Perhaps, the division of 
Korea is the biggest force dominating the peninsula.
 The DMZ is where scars of the Korean War 
remain. Occasional news about landmine explosions 
and bombs washed away by floods remind us of the 
fact that this place is still at war. A pause in a combat, 
with explosives buried everywhere, would be a proper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Weaponry lurks beneath 
the lush grassland, and a sense of impending danger is 
in the silent air. Before the 2018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began to prohibit slander in the DMZ,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used to use loudspeakers to 
broadcast not only propaganda but also criticism.
But the DMZ is also where dramatic dialogue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taken place. The historic inter-
Korean summit of 2018 that created a momentum for 
peace took was held at Panmunjom in the DMZ, and a 
subsequent inter-Korean summit in May 2018, which 
was suddenly organized when the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ere at a deadlock, was held in the 
Unification Pavilion, a building on the North Korean 

얼마 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초청을 한 기관에서는 
방문 수주일 전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류 제출을 재촉했다. 
개인정보를 잔뜩 적어내야 하는 서류를 받아들고 불쾌한 기분이 불쑥 
솟아올랐다. 무슨 이유에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세계 
곳곳을 돌아보더라도 이 정도의 통제가 작동하는 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으리라.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지만, 그곳의 
관리와 감독은 유엔사가 맡고 있다. 당연히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남북 간의 전쟁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냉전의 두 세력이 정면충돌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었으며 결국 
유엔군,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인민군 사이의 정전협정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비무장지대는 분단 70년이 지난 현재 상호 간의 접촉과 
교류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어 버렸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정하고 남북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 2km씩 후퇴하는 것을 
합의했다. 남북으로 폭 4km, 총 길이 248km의 비무장지대라는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운 공간이 탄생한 배경이다. 말 그대로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수많은 무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다. 비무장지대에서 경계 업무를 하는 남북 및 유엔군인들, 
남북이 상호 경쟁하기 위해 만든 선전 마을의 주민과 분단의 경관을 
보러 온 관광객 몇몇이 전부이다. 비무장지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기에 동식물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발전이니, 개발이니 온 국토가 다 들쑤셔지고 있을 때 유일하게 손대지 
못한 곳이 분단의 공간이라니. 경제 만능주의에도 굳건히 잠겨 있는 
것을 보니 여전히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분단인 
듯하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가끔씩 들려오는 지뢰 폭발 사건이나 홍수에 떠내려온 유실 폭탄 
사건 등은 이 공간이 여전히 전쟁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낸다. 곳곳에 
폭발물이 매설된 채 잠시 총격전을 멈춘 상태. 그것이 바로 현재의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고스란히 증언한다. 무성한 풀숲 아래는 무기가 
도사리고 있으며 고요한 공기에서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감지된다. 
그나마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사이의 상호 비방을 금지하였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남북 모두가 대형 
스피커를 들이대고 서로를 비난하는 방송을 해대기도 했다. 
 반면 남북 사이의 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곳도 
비무장지대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 모멘텀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곳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이며,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2018년 5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도 판문점 
내 북측 통일각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도 역시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경계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나드는 남북 정상의 
모습을 지켜보며 분단 너머 평화의 가능성을 상상하기도 했다. 몇 번의 
정치적 이벤트가 비무장지대가 견고하게 지켜 온 냉전적 국제정치의 
동학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분단선을 넘을 수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 세계로 타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전체제 아래 유엔사의 통제가 작동하는 비무장지대는 

Sung Ky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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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경계가 불분명하게 작동하면서도 국가 안보의 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관철되는 공간으로, 냉전과 분단, 평화와 탈분단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냉전 중 치러진 열전과 분단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평화와 탈분단의 희망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디엠지프로젝트에 참가한 예술가들이 
포착한 비무장지대의 성격도 이러한 중층성에 기반을 둔다. 
권투경기에 참가한 남북 선수의 모습을 드로잉 한 ‹라스트 찬스›나 
북의 공예인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자수 작품 ‹불편한 속삭임, 바늘나라 
SMS 시리즈, 위장무늬› 연작은 분단으로 헤어진 남북이 다시 만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상상하게 하며, 북한을 방문한 국제 여성 사절단의 
이미지를 활용한 ‹Apertures | Specters | Rifts›은 전쟁과 분단 
시기에 국제 여성 연대와 조우한 북한 여성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탈분단과 평화를 감각하게 한다. 비무장지대를 
생태적으로 접근한 ‹DMZ 식물정원›은 이곳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인간’ 세계의 유한함과 공간의 다층성을 
보여준다. 남북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협연하는 영상 작업인 ‹먼저 온 
미래›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갈등으로 갈라진 남북이 음악이라는 
회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리얼디엠지프로젝트에 참가한 작품들은 전쟁과 분단을 
모티프로 시작해 역설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다룬다. 현실에 가득한 
비관은 예술을 거쳐 미래의 희망으로 재탄생한다. 아마도 작가들이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에서 포착하고자 했던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평화가 사실 ‘지금-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깨우치기 위함일 것이다. 예술은 아직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꿈을 형상화한다. 분단에 대한 무관심을 
고발하며 동시에 평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작품들이 그려내는 
평화가 현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까? 만약 남과 북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낸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만 할까? 당장 유엔사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 얼싸안고 춤을 추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70년 넘게 적대 관계였던 남북이 핵과 
국제제재라는 걸림돌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더욱 첨예해져 가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불편한 
타자로 인식되어 버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내부적으로도 민족정체성이 점차 희미해져 버려 통일의 당위성을 
믿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무리 남북 교류를 통한 경제적인 
이점을 강조해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제자리걸음이다.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정치사회를 구축한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갑작스런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만들어 낸 수많은 갈등과 
폭력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려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야만 할 
것이다. 남북이 총과 무기를 내려놓고 비무장지대를 모든 존재들의 
평화로운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데 나서야 한다. ‘비(非)’
무장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감시초소와 군사시설을 미술관과 
커뮤니티 시설로 바꾸고, 군인이 아닌 남북,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동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적 장소로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곳에서 움튼 

평화가 한반도 곳곳에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공존의 원칙이 배고픔에 
여전히 고통 받는 북의 인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만난 남북의 사람이 마냥 조화롭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질화된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커다란 경제 격차가 만들어내는 사회문제가 모두를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는 두려움을 만든다. 불안감은 
결국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움과 
낯섦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결기와 분단의 부당함에 저항하려는 
의지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이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을 벌이더라도 다시 대화할 수 있다면,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패배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려온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 발걸음은 무겁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낼 것이다. 시작이 반, 아니 그 이상이다. 

neighboring countries, as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become 
acute in recent yea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view, North Korea has long been perceived as an 
uncomfortable other. Moreover, internally, ethnic 
identity is a faded idea,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believe in the appropriateness of reunification has 
decreased noticeably. Although the economic 
advantages of inter-Korean exchanges have been much 
emphasized, the nation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does not change. Also difficult is to predict 
how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have lived their 
entire lives in the political regime based in the Juche 
ideology, will respond to sudden changes that 
reunification would bring about.
 Nevertheless, in order not to continue the 
conflicts and violence that the separation of Korea has 
created, we will have to imagine the unimaginable. The 
two Koreas should put down their weapons and start to 
make the DMZ into a space for peaceful coexistence of 
all beings. Befitting its name, the Demilitarized Zone 
should become a place where everyone in the world can 
visit freely, and the guard posts and military facilities 
should be turned into art museums and community 
facilities. It’s also important to nurture it into an 
ecological place where animals and plants live in 
harmony. The peace that will grow here will spread 
throughout the peninsula.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should be applied first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suffering from hunger.
 No harmony or happiness should be expected 
when the people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reunite. 
Their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ways of thinking 
may cause other kinds of conflict, and the economic 
disparity may cause social problems that will trouble 
everyone. Unpredictable future creates fear. Anxiety 
leads us to settle with reality. What we need is the 
determination not to be afraid of the new and the 
unfamiliar, and the will to resist the injustice of the 
division of Korea. And above all, we need confidence: if 
the two Koreas meet again and disagree and argue 
with each other, we need the confidence to believe that 
we will eventually find a solution. Since we have long 
struggled with defeatism and skepticism, we need to 
begin with changing our perception. The first step will 
be heavy and difficult, but the power it creates will lead 
us to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Taking the first step 
is half the battle won, or far more than that.

side of Panmunjom. After the 2019 North Korea-US 
summit in Hanoi ended in a rupture, the “surprise” 
meeting of the three countries’ leaders also took place 
at Panmunjom. Watching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cross the border so easily, which had seemed like an 
impossible thing, I imagined a possibility of a peaceful 
future. Of course, a few political events cannot 
completely neutralize the dynamics of the Cold War 
politics that has been upheld by the DMZ, but the event 
conveyed a meaningful, symbolic message to the world 
that the border can be crossed.
 A product of the armistice system and under 
the control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DMZ is 
a space where the logic of national security is acutely 
visible. The division of Korea, the Cold War, peace and 
trans-division exist in layers there; the DMZ represents 
the division as well as the fierce war fought during the 
Cold War while at the same time connoting hope and 
possibilities of peace. This multiplicity i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MZ explored by the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REAL DMZ PROJECT. Daejin Choi’s 
drawing that portrays a pro boxing match between a 
South Korean and a North Korean (titled Last Chance), 
and Kyungah Ham’s embroidery works produced in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artists 
Needling Whisper, Needle Country SMS Series in 
Camouflage arouse imagination about the two Koreas’ 
reunion. Jane Jin Kaisen’s Apertures | Specters | Rifts 
employs images of encounters between international 
women delegates visiting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women, evoking how ordinary people can affect 
trans-division peace. Kyung Jin Zoh and Hye Ryeong 
Cho’s DMZ Botanic Garden reveals to us the existence of 
other beings on earth, speaking to the multidimension-
ality of the universe and the finiteness of the human 
world. Sojung Jun’s Early Arrival of Future, a video work 
that shows a joint performance of a North Korean 
pianist and a South Korean pianist, suggests that music 
can help connect the ideological differences and 
political conflicts that separate the two countries.
 The artists in the REAL DMZ PROJECT take the 
war and the division as motifs for their works, but 
paradoxically address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end. Pessimism in our reality is reborn as hope for the 
future in these artworks. Perhaps, what these artists 
want to address about the DMZ is to make us realize 
that peace, which seems like an unrealistic idea, actually 
exists in our ‘here and now.’ Art gives form to an 
unrealized wish that we must aim to realize; it confronts 
our indifference to the division of Korea and emphasize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peace.
 Is the peace portrayed in these artworks ever 
possible in reality? If the two Koreas could create a 
future together, what should it look like? It sounds like a 
far-fetched idea to imagine people from North and 
South Korea to freely meet and dance together in the 
DMZ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C. It is not easy for 
the two Koreas, which have been in hostile relationships 
for more than 70 years, to overcome the stumbling 
blocks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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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kuhn Oh, A soldier with a solid body, July 2011, 2011
Archival pigment print, 118×91 cm

Heinkuhn Oh, A solider standing on the water, 
July 2011, 2011

Archival pigment print, 118×92 cm

오형근, ‹단단한 몸을 보여주는 군인 2011년 7월›, 201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8×91cm

오형근, ‹물 위의 선 군인, 2011년 7월›, 201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8×92cm

Faced with the peculiar situation of an armistice lasting for seven 
decades, South Korean society remains stuck at a crossroads. The 
photographic artist Heinkuhn Oh adopts an undercurrent of 
questioning South Korea’s “collective consciousness”—its sense of 
“us-ness”—as he focuses on the military as a group in which 
masculinity is enforced and people come together under their 
particular duty to patriotism. In what could be seen as portraits of the 
most stereotypical forms of South Korean masculinity, the artist 
concentrates on the vague sense of anxiety that soldiers feel, situated 
as they are in an intermediate space between “I” and “we,”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untry. Originally, the artist went knocking on 
army unit doors to carry out his series, only to meet with repeated 
failures. In 2009, he gained the opportunity to shoot his Middlemen 
series as part of 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ject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s outbreak.
 Once Oh arrived at the bases where he was allowed to 
take pictures, his first step was to observe the soldiers in their 
day-to-day lives. As a South Korean man himself, he could not help 
relating to the delicate feelings of anxiety that the soldiers 
experienced; while shooting Middlemen, he later explained, he found 
it more difficult to remain objective than he had with previous series. 
Seeking to eliminate subjectivity as much as possible, he eschewed 
extreme lighting, casting, and situations—yet as he observed his 
subjects, he glimpsed the subtle movements and expressions that 
came from the individual soldiers. Without realizing it, they were 
unconsciously expressing what the military meant to them 
individually. The Middleman series boasts a mixture of reality and 
partial reenactment, giving it a pseudo-documentary quality. 
Perhaps the very element of the artist himself being shaken by the 
soldiers’ anxieties offers the most realistic portrait of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The past 70 years saw South Korea exposed to the 
trauma of political violence, through its experiences with Japanese 
imperialism,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its own military rulers. 
Those anxieties over borders have been passed down to people 
today—people who are not part of the wartime generation. A 
Laughing Sergeant and a Private E-2 at Attention, October 2010 
shows all the “intermediate” anxiety that the artist has sought to 

capture. The contrast between the image of the sergeant laughing 
heartily with his hands clasped together as if in applause and that of 
the private standing rigidly at attention alludes to the hierarchy 
within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rules 
inculcated into young bodies. 

70여 년의 ‘휴전’이라는 특수적 상황에 놓인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 
사진작가 오형근은 한국의 ‘집단의식’, 다른 말로 ‘우리성’에 대한 의문을 기저에 두고 
남성성이 강요되고 ‘애국’이라는 특정 의무로 모인 집단인 군대에 주목하였다. 작가는 
가장 전형적인 대한민국 남성상의 초상일지도 모르는 사병의 모습에서 나와 우리, 
그리고 개인과 국가라는 중간 자리에서 느낄 막연한 불안감에 집중하였다. 이들의 
작업을 위해 수차례 군부대의 문을 두드린 작가는 계속된 실패 끝에 2009년, 국방부 
주관 6 · 25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간인› 연작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촬영이 허가된 부대에 도착하면 사병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작업의 
첫 단계였다. 같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그들이 가진 미세한 불안감에 공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작가는 ‹중간인› 연작의 촬영이 이전 시리즈보다 객관적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극단적인 조명, 캐스팅, 상황을 피하고자 했음에도 
대상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가의 눈에 들어오는 사병 개개인의 미묘한 동작과 
표정들이 발생했다. 그 인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군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표출해내고 있었다. ‹중간인› 연작에는 현실과 부분적 재연이 뒤섞이면서 
‘의사(擬似)-다큐멘터리’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그들의 불안함에 동요되는 작가의 모습 
자체가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 초상 아닐까. 
 일제, 미 군정, 군부 통치를 겪으며 정치 폭력의 외상에 노출되어온 
한국사회는 7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경계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웃고 있는 병장과 차렷한 이병, 2010년 10월›은 작가가 포착하고자 한 ‘중간적인 
불안’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마치 손뼉을 치듯 두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병장의 모습과 경직된 차렷 자세를 한 이병의 대조적인 모습은 군대라는 조직의 위계 
체계와 젊은이들의 신체에 주입되는 정치 · 사회적 규율을 암시한다. 

오형근, ‹웃고 있는 병장과 차렷한 이병, 2010년 10월›, 201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20×162cm

Heinkuhn Oh, A laughing sergeant and 
a private E-2 at attention, October 2010, 2010

Archival pigment print, 120×162 cm

오형근, ‹붉은 황토 위의 상병, 2010년 5월›, 201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5×152cm

Heinkuhn Oh, A corporal on red clay, May 2010, 2010
Archival pigment print, 115×152 cm

Fig. 1
Heinkuhn Oh, A corporal on red 
clay, May 2010, 2010, Courtesy of 
the artist

Fig. 2
Heinkuhn Oh, A soldier with a solid 
body, July 2011, 2011,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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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inkuhn Oh, A laughing sergeant 
and a private E-2 at attention, 
October 2010, 2010, Courtesy of 
the artist

Fig. 4
Heinkuhn Oh, A solider standing 
on the water, July 2011, 2011, 
Courtesy of the artist

Fig. 3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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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1

천 위에 아크릴릭 과슈, 아크릴, 수성 페인트, 젯소, 바인더, 
200×410cm

Woosung Lee, How are you doing? 
I’m doing well here, 2021

Acrylic gouache, acrylic, water based paint on fabric, 
200×410 cm

To produce a new artwork for the Sydney exhibition, Seoul-based 
painter Woosung Lee traveled in summer 2021 to Aegi Peak, a 
154-meter hill in Gimpo, Gyeonggi Province. Also known by the name 
154goji (Hill 154), Aegi Peak was the sign of fierce combat during the 
Korean War; it is located just 1.5 kilometers away from a North 
Korean Haemul propaganda village. Since the war, marines have 
been stationed at the peak, while civilian access has been restricted. 
Due to the proximity to North Korea, it has been a frequent site of 
inter-Korean conflict, while displaced residents have visited it to hold 
ancestral rituals and pray for reunification.
 Flowing in front of Aegi Peak is the Jo River—the name 
for the final section where the Han, Imjin, and Yeseong Rivers come 
together as they flow into the West Sea. Looking out over the Jo River 
at North Korea in the distance, the artist found himself thinking about 
the stories his grandmother had told him about taking refuge; about 
his own sketch travels to Mt. Kumgang during his university days; and 
all the North Korea-related scenes he had absorbed as an individual, 
including his experiences watch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2007 
and the demoli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s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in 2018. He imagined the story of a person 
somewhere in North Korea, someone who was forced to part with 
their beloved ami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wrangling. It is with 
this faceless individual that the artist shares his salutations.

 “How are you doing? I’m doing well here.” 

 The landscape beyond, a scene he could only just make 
out with a telescopic lens due to the overcast weather during his visit, 
appears clearer on the bright pink fabric. To minimize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two lands that once were one but 
have now been divided, so close yet so far from one another—Lee 
captures everything he saw and imagined in a four-meter-wide piece 
of fabric. It’s a large hanging image that fills an entire gallery wall, 
yet the artist has said that the fabric is still too small to capture the 
world he saw.

서울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이우성은 이번 «경계협상, 시드니» 전시의 신작을 
제작하고자 2021년 여름 경기도 김포에 자리한 높이 154m의 야산인 애기봉에 
방문했다.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며 154고지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던 
애기봉은 북한의 해물선전마을과 불과 1.5km의 거리에 자리한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해병대가 주둔하며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 중 하나로 북한 땅과 가까운 만큼 
남북 간 갈등이 빈번했고 실향민들이 찾아 조상에게 제를 올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곳이 
되었다. 
 애기봉 앞으로는 한강,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모여 서해로 흐르는 
마지막 구간인 조강이 자리한다. 조강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북녘땅을 바라보며 작가는 
외할머니가 들려주시던 피난 이야기, 대학교 재학 시절 다녀온 금강산 스케치 여행, 
2007년과 2018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봤던 남북 정상회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 개인으로서 흡수했던 북한에 대한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북녘 어딘가에 있을 한 사람의 이야기, 특히 정치와 이념의 싸움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을 겪어야 했을 그 누군가를 상상했다. 그리고 얼굴 모를 그에게 작가는 
인사를 던진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답사 당시 흐린 날씨 때문에 망원경 렌즈를 통해 겨우 바라보아야 했던 
저 너머의 풍경은 이우성의 작품에서 밝은 분홍빛 천 위에 더욱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원래는 하나였으나 지금은 둘로 나뉜 남과 북,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두 땅 사이에 
자리한 ‘경계’를 축소하고자 4m 너비의 천 안에 작가가 보고 상상한 것을 충실히 
담아내었다. 전시장 한쪽 벽을 가득 채우는 대형 걸개그림이지만, 작가는 자기가 본 
세상을 담기엔 천의 크기가 여전히 작다고 말한다. 

Fig. 1
Woosung Lee, How are you doing? 
I’m doing well here, 2021,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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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 
Woosung Lee, How are you doing? 
I’m doing well here (detail), 2021, 
Photo Jung Hyosup

Fig. 4
Woosung Lee, How are you doing? 
I’m doing well here (installation 
view), 2021, Photo Jung Hyosup

Fig. 2

Fig. 4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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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 · 조혜령, ‹DMZ 식물정원›, 2019
책, 슬라이드 영상, 9분 48초, 

제공: 작가, 문화역284, 국립수목원, 워크룸

Kyung Jin Zoh & Hye Ryeong Cho, 
DMZ Botanic Garden, 2019

Books, slideshow, 9 min 48 sec 
Courtesy of the Culture Station Seoul 284, 

Korea National Arboretum (KNA), Workroom

Amid the fierce combat of the Korean War, the fields and mountains 
near the front were set ablaze, while the fences separating North 
from South obstructed the movements of flora and fauna. The 
countless bombings and buried landmines inflicted ongoing injuries to 
the plants and animals inhabiting the DMZ.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used grievous damage not only to human lives, but also 
to life in the natural environment. Ironically, the restriction of human 
intervention over the years means that seven decades later, the DMZ 
is seen as an ecological treasure trov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DMZ ecosystem has triumphed over the scars of war, evolving to 
form its own independent order. It has established the most stable 
ecological environment with the widest distribution of endangered 
flora and fauna anywhere on the peninsula.
 In that sense, research into the plants of this still-
unknown region is of great value. Kyung Jin Zoh and Hye Ryeong Cho 
present samples of plants collected from the DMZ.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KNA) includes samples of around 300 species of 
DMZ plant life. Among these, 84 have been selected and arranged in 
order of geographical division from west to east (Paju, Yeoncheon, 
Cheorwon, Hwacheon, Yanggu, Inje, and Goseong) for the publication 
of a sample collection. Assembling plants that have been dried and 
classified for research purposes, the collection offers a temporal, 
spatial, and climatic record for each species. 
 Ordinarily, the sample collection process involves 
extracting the entire plant, from its leaves to its roots. In the case of 
the DMZ, however, many of the samples are collected without their 
roots due to the risk posed by landmines. Thus, even samples of flora 
from the DMZ serve as evidence of the tragedy of war and political 
division.
 
 

한국전쟁 당시 격렬했던 전투가 이어지며 전선 근처의 들과 산은 불에 탔고 남북을 
가르는 철책은 동식물의 이동을 단절시켰다. 셀 수없이 터진 폭격과 매설된 지뢰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전반에 자생하는 동식물들은 지속적인 상처를 입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인간의 삶뿐만 아닌 자연의 삶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70여 년이 흐른 현재, 오랜 세월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비무장지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린다. DMZ의 생태는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자체적 질서를 구축하며 진화해왔다. 이곳은 한반도 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가장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여전히 미지의 지역으로 남아있는 비무장지대의 식물군에 대한 
연구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조경진과 조혜령은 DMZ에서 채집한 식물들의 표본을 
선보인다. 국립수목원은 DMZ의 약 300여 종의 식물을 표본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선정한 84개의 표본을 서에서 동까지의 지리적 행정구역순(파주-연천-철원-화천-
양구-인제-고성)으로 식물표본을 배열하여 표본집을 출간했다. 연구 목적으로 건조 및 
분류된 식물들을 모아 놓은 식물표본집은 각 종의 시간적, 공간적, 기후적 기록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표본은 식물의 잎부터 뿌리까지 포함한 전체를 채취하지만 
DMZ 표본의 다수는 지뢰의 위험 때문에 식물의 뿌리를 자른 채 채취한다. 전쟁과 
분단의 비극은 DMZ 식물 표본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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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 3, 4, 5
Kyung Jin Zoh, Hye Ryeong Cho, 
DMZ Botanic Garden, 2019, Books, 
slideshow, 9 min 48 sec, Courtesy 
of the Culture Station Seoul 284, 
Korea National Arboretum (KNA), 
Work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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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진 카이젠, ‹Sweeping the Forest Floor›, 2020
단채널 HD 영상, 컬러, 사운드, 25분 5초

Jane Jin Kaisen, Sweeping the Forest Floor, 2020
Single-channel HD video, color with sound, 25 min 5 sec

Sweeping the Forest Floor, a video work by Jane Jin Kaisen, has the 
camera affixed to a mine detector, following the device as it seeks out 
landmines in a lush forest located inside the Civilian Control Line (a 
civilian control region located 5–20 km from the southern side of the 
Southern Limit Line). The video consists of a single uninterrupted 
25-minute take, the camera’s assuming the gaze of the mine director 
as it roots meticulously through the forest floor. Ironically, when a 
mine is discovered during the video, the person who removes it is not 
a soldier but a civilian. To film it, Kaisen collaborated with mine 
removal experts working within the Civilian Control Line.
 The villages located along the line are products of 
politics: after the line was designated in 195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over 100 of them at one point, relocating people 
there from all over the country. Only a few of them have survived to 
this day. Life in the DMZ border region was not kind. Farming was the 
main industry for the Civilian Control Line villages, which meant that 
the land and its soil were invaluable resources and a source of 
livelihoods for the relocated residents. But those residents also 
experienced a different kind of loss due to the mines buried in that 
land. Mine experts estimate that anywhere from 1.1 to 1.2 million 
landmines were planted in South Korea by its own military and US 
troops. Kaisen’s work shows how the trauma of the Korean War 
continues even today—alluding to its effects not just on individual 
lives, but also on the DMZ’s environment.

제인 진 카이젠의 영상 작품 ‹Sweeping the Forest Floor›는 지뢰탐지기에 
카메라를 장착한 후 민통선(남방한계선 바깥 남쪽으로부터 5–20km에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 울창한 숲에서 지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추적한다. 25분 동안 편집 없이 
촬영된 이 영상의 시선은 숲의 바닥을 파헤치며 부산하게 움직이는 지뢰탐지기를 
따른다. 영상 중간 등장하여 발견된 지뢰를 제거하는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모습이다. 작가는 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민통선 내 지뢰 제거 
전문가들과 동행하며 협업했다. 
 1954년 민통선 설정 이후 한국 정부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이주시키며 형성된 민통선 부근의 마을들은 한때 100여 개가 넘었지만, 지금은 소수의 
마을만 남아있다. DMZ 접경 지역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이 마을들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흙과 땅은 이주민들에게 소중한 자원이자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이 영토에 
매설되어 있던 지뢰로 이주민들은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다. 지뢰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군이 남한에 매설한 지뢰가 110만 개에서 12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카이젠의 작품은 한국전쟁의 외상적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 뿐 아니라 DMZ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암시한다.

Fig. 1
Jane Jin Kaisen, Sweeping the 
Forest Floor, installation view: 
Kunsthal Charlottenborg, Photo 
David Stjernholm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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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 4
Jane Jin Kaisen, Sweeping the 
Forest Floor (film still), 2020, 
Courtesy of the artist

Fig. 2

Fig. 3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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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MZ, which run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horizontally from Paju in Gyeonggi Province to 
Goseong in Gangwon Province, is an ecological 
habitation space with exceptional scenic beauty. Free 
from human intervention for more than 65 years, the 
248 km-long and 4km-wide strip of land has naturally 
grown natural ecosystems. The DMZ is topographically 
diverse, with mountains, flatlands, and wetlands, each 
of which is characteristic with different vegetation. As it 
also includes a pre-industrial original form of northern 
hemisphere temperate forest, it is a very valuable area 
ecologically. 

The DMZ’s Forest and Key Species

The mountain range in the DMZ’s neighboring areas 
serve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ividing the river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regions as well. The 
extensive mountain ranges exist not only as chains of 
mountains but also as a watershed that divides the 
water systems. The Hanbuk Mountain Range, stemming 
from the Chugaryeong Hill in the north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is a watershed that 
divides the Imjin River and the Bukhan River water 
systems. The Baekdudaegan is a huge mountain range 
that runs vertically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us 
serving as the longitudinalis of the peninsula’s natural 
ecosystem, and the measure dividing the DMZ’s 
neighboring areas into the Bukhan River water system 
and the East Coast water system. 
 The DMZ area around western Paju City (in 
South Korea) and Kaepung (in North Korea) is mainly 
composed of hilly mountains that are below the height 
of 300 meters, such as Ilwolbong (191.2 m), Baekhaksan 
(229.0 m), and Daedeoksan (237.0 m). Between these 
hilly mountains are flatlands and lower hills. In this 
area, you can find rare plants such as Northern 
pipevine and Asian twinleaf, and endangered species 
such as Narrow-mouth frog, Gobiobotia macrocephala, 
and Marsh harrier. In the eastern part of Paju, which is 
mostly plain areas with low hills, thus suitable for 
agriculture, you can find rare plants such as Catnip, 
Sparganium erectum, Beautiful-flower water iris, and 
Taebaek violet, in addition to endangered species such 
as Seoul pond frog and Swan goose. 
 A mountainous region begins to appear as 
you reach Gowangsan (355.0 m) in Yeoncheon. The 
terrain is mountainous, but the forest is humble. The 
relatively shabby forest is due to wildfires that occur 
every spring. As the forest burns and recovers from 
year to year, it has taken on various forms of tree, from 
grasslands to tall trees, which are coexisting in 
harmony. But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n area covered 
with intact, dense forest. The same is for the 
Sacheongang River in the west, Paju, Yeoncheon, 

DMZ는 한반도 허리 248km를 가르는 생태축이며, 이곳의 자연은 
탁월한 풍광을 보여준다. 한반도 자연이 빚어내는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다.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된 
자연생태계의 이 횡축은 65년 이상의 세월을 숨죽이며 지내왔지만 
생태계는 그 내부에서 역동적으로 꿈틀거린다. DMZ는 지형적으로 
크게 산지, 평지 그리고 습지로 다양하게 펼쳐지며 그 특성에 다른 
식생이 분포하는데 산업화 이전 북반구 온대림의 원형을 볼 수 있어 
더욱 가치있다. 

DMZ 산림 및 주요생물종

DMZ일원의 산줄기는 하천을 비롯해 자연환경과 지역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길게 뻗어나가는 산맥들은 산줄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를 나누는 분수령이다. 백두대간 북한지역의 
추가령에서 뻗어 나온 한북정맥은 임진강 수계와 북한강 수계를 
나누는 분수령이자 생태계 축이다. 백두대간은 남과 북을 관통하는 
한줄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맥으로 대륙까지 연결되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종축이며 비무장지대 일원을 북한강 수계와 동해안 
수계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다.
 서부지역 파주시와 북한의 개풍군 일대 비무장지대는 
일월봉(191.2m), 백학산(229.0m), 대덕산(237.0m)과 같이 
300m가 채 되지 않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주를 이룬다. 이들 사이로 
완만한 구릉과 평탄한 평지가 펼쳐진다. 쥐방울덩굴, 깽깽이풀과 같은 
희귀식물을 볼 수 있으며, 맹꽁이(양서류), 꾸구리(담수어류), 
개구리매(조류)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파주 
동부지역은 낮은 구릉지대를 제외하면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농경에 적합한 지역이기도 하다. 개박하, 흑삼릉, 꽃창포, 
태백제비꽃과 같은 희귀식물을 볼 수 있고, 금개구리, 개리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연천 경계를 넘어 고왕산(355.0m)을 들어서며 제법 
틀을 갖춘 산지 지형이 나타난다. 지형은 산이지만 숲은 빈약하다. 
숲이 초라한 것은 해마다 봄이 되면 발생하는 산불 때문이다. 해마다 
불이 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숲은 초지부터 키 큰 나무까지 
다양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띠게 되었다. 온전하게 울창한 숲이 지역 
전체를 뒤덮은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모습은 서쪽 사천강부터 파주, 
연천, 철원 김화를 거쳐 원동면의 북한강에 이르기까지 비슷하다. 
그러나 숲은 산불의 피해를 치유하며 활발하게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겉보기에는 풍성한 숲이 아니지만 어느 생태계보다 역동성을 품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정점인 포유류와 조류만 보더라도 국내 
제일의 생물종 다양성을 지닌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고왕산과 마량산(315.0m)을 지나 임진강을 건너면서 
산세가 좀 더 뚜렷해진다. 천덕산(476.7m)과 야월산(485.9m) 
일대까지 제법 야무진 산세를 갖추며 산의 구석마다 너른 골이 
형성되어 마을과 농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중부 내륙지역 철원에 이르면 드넓은 철원평야와 북쪽의 

Youmi Lee
Director, National Sejong Arboretum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DMZ의 생태(식물을 중심으로)
The DMZ’s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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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east of Jeokgeunsan, and behind 
Juparyeong, Baegamsan (1,179.2 m) stands tall. 
Baegamsan’s valleys are deep and the slopes are steep, 
so it is a difficult mountain for people, but it is a great 
shelter for wild animals. The soldiers who are on guard 
duty there can frequently encounter endangered 
species such as goral, Leopard Cat, and marten. Even if 
a wildfire occurs, the rough and dense forest can 
prevent it from spreading, blocked by the deep valleys 
and the broadleaf forests. In each valley, small streams 
flow, and they flow into Geunseongcheon, a tributary of 
the Bukhan River. And the Bukhan River flows to the 
east of Mt. Baekamsan.
 As you cross the Bukhan River, an alpine 
region comes into view, with Baekseoksan (1,140.1m), 
Eoeunsan (1,277.0m), Daeusan (1,178.5m), and 
Gachilbong (1,242.2m), which are more than 1,000 
meters high above sea level. On the east and the west 
of Baekseoksan (located in Bangsan-myeon, Yanggu-
gun), the streams of Suipcheon and Cheonmicheon flow 
to the south. To the east of Daeusan is a coastal basin 
nicknamed “Punch Bowl”, overlooked by the mountain 
range of Gachilbong, Seohyiryeong, and Talsal-lyong. 
Along the railroad tracks, there are rare plant 
communities. This has been home to rare plants such as 
Korean necklace pod, Geumgang bluebell, and Korean 
snake sage, and endangered species such as asiatic 
black bear, mandarin duck, Korean clawed salamander, 
and Korean Ratsnake. The DMZ, which stretches from 
Yanggu to the Baekdudaegan Mountains in Inje, is a 
representative of forest ecosystem.
 Towards the east coast, you can meet 
unspoiled coast vegetation, such as Rugose rose, Asian 
sand sedge, and Coastal Glehnia.

Researches on the DMZ Veget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it has strictly 
restricted civilian access for more than 60 years. Free 
from external interference, its status as a ‘treasure 
house of natural ecosystems and rare plants and 
animals’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eginning in 1966 
with the joint study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the US’ Smithsonian 
Institution, researches on the DMZ’s natural ecosystems 
have been conducted for over half a century now. Many 
researchers have been pointing out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DMZ’s ecological importance and the 
problem of damage caused by negligence in 
management, and therefore suggesting management 
plans and methods. Recently, how to preserve and/or 
utilize the DMZ became prominent research topics and 
issues, and the local communities began to discuss about 

Cheorwon’s Kimhwa, and the Bukhan River in 
Wondong-myeon. However, the forest is in the midst of 
undergoing active transformation as it is being 
recovered from the fires. On the outside it is not an 
abundant forest, but on the inside it has an 
unmatchable dynamic ecosystem. Especially, speaking 
of mammals and birds, which are the pinnacle of 
natural ecosystems, this area has the highest 
biodiversity in South Korea. 
 As you cross the Imjin River past Gowangsan 
and Maryangsan (315.0 m), the terrain begins to appear 
distinctly mountainous towards Cheondeoksan (476.7 
m) and Yawolsan (485.9 m). Wide valleys appear here 
and there, with traces of villages and farmlands.
 When you reach Cheorwon in the central 
inland region, the wide Cheorwon Plain appears and 
the Pyonggang Plateau to the north. The Pyeonggang 
Plateau extends endlessly, from Cheorwon’s Pangyo-ri 
and Naepo-ri areas to the area of The Second Tunnel at 
the foot of Seobangsan (717.0 m) on the northern side 
of the DMZ. During the Quaternary period of the 
Cenozoic era, the lava erupted from Orisan, located in 
the Pyonggang County, filled the Chugoryeong tectonic 
valley to create a lava plateau, and this lava cooled 
down to form the Pyonggang Plateau and the 
Cheorwon Plain below. Thanks to its fertile soil, the 
Cheorwon Plain has become an exceptional granary in 
Gangwon Province, and is also a world-famous habitat 
for migratory birds. In the vicinity of the Cheorwon 
Plain, there is no distinctive mountain and it is literally a 
plain; the average elevation of the Pyonggang Plateau 
near Orisan is 330 meters above sea level, and that of 
the Cheorwon region is around 220 meters. Across the 
Hantan River, a relatively high mountain range is 
formed by Anamsan (588.0 m), Songjaesan (471.0 m), 
and Gyeungsan (603.9 m), and its altitude gets higher 
towards the east. 
 After you cross the Hwa River in the central 
and eastern mountainous region, you can see a chain of 
mountains that extends from Cheonbulsan (584.8 m) 
and Bijobong (637.0 m), through Samcheonbong (815.0 
m) to Jeokgeunsan (1,073.1 m). The mountain range that 
connects Samcheonbong, Jeokgeunsan and 
Daeseongsan (1,174.7 m) from north to south is the 
Hanbuk Mountain Range. The Hanbuk Mountain Range, 
reaching out from Chugaryeong in the north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is one of the so-called 
“13 vei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entral axis 
of the middle eastern DMZ area. 
 Of the Hanbuk Mountain Range, Jeokgeunsan 
is outstanding. Because people’s access to Jeokgeunsan 
has been difficult for a long time, the forest ecosystem is 
well maintained. Designated as a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the mountain is mostly natural 
forests. Here you can observe Korea’s endemic species 
and rare plant communities, such as Cheonma, Korean 
snake sage, East Asian edelweiss, and Korean necklace 
pod. It is also home to endangered species such as 
Asiatic black bear and musk deer. Starting from the 
Hanbuk Mountain Range, the Imjin River flows to the 
west, and the Bukhan River flows to the east. 

평강고원을 마주한다. 평강고원은 철원 판교리, 내포리 일대에서 
비무장지대 이북의 서방산(717.0m) 자락인 제2땅굴 일대까지 
끝없이 펼쳐져 지평선을 이룬다. 신생대 4기 평강군에 위치한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은 추가령 구조곡을 메워 용암대지를 만들고, 
이 용암이 식어 형성된 대지가 평강고원과 그 아래쪽으로 철원평야가 
되었다. 철원평야는 비옥한 토양 덕분에 강원도에서는 보기 드문 
곡창지대가 됐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철새도래지이기도 하다. 오리산 
인근의 평강고원의 해발 평균이 330m, 철원지역이 220m 정도로, 
철원평야 부근에서는 시야에 걸리는 특징지을 만한 산이 없으며 말 
그대로 평야의 모습이다. 한탄강을 건너 화강 사이에 안암산
(588.0m)과 성제산(471.0m), 계웅산(603.9m)이 비교적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고도가 높아진다. 
 중동부 산악지역 화강을 건너면 천불산(584.8m)과 
비조봉(637.0m) 산줄기가 삼천봉(815.0m)을 지나 적근산
(1,073.1m)으로 연결된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삼천봉–적근산–
대성산(1,174.7m) 줄기가 한북정맥이다. 북측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뻗어 나온 한북정맥은 한반도 13정맥 가운데 하나로 
중동부 비무장지대의 중심축이다.
 한북정맥 산줄기에서 으뜸인 곳은 적근산이다. 적근산은 
오랜 세월 사람의 출입이 어려워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숲은 대부분 
천연림이다. 천마, 참배암차즈기, 왜솜다리, 개느삼 등 한국 특산종과 
희귀식물 군락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반달가슴곰과 사향노루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한북정맥을 기점으로 서로는 
임진강, 동으로는 북한강 수역이 펼쳐진다.
 적근산 동쪽으로는 주파령을 넘어 백암산(1,179.2m)이 
우뚝 서 있다. 골은 깊고 산비탈은 가팔라 사람의 출입은 쉽지 않지만 
숲속 야생생물에게는 더없이 좋은 쉼터다. 병사들은 철책 근무를 하며 
수시로 산양, 사향노루, 삵, 담비 같은 멸종위기종들과 마주친다. 
거칠고 울창한 숲은 산불이 발생해도 깊은 골과 활엽수림에 가로막혀 
크게 번지지 않는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작은 내들은 북한강 지류인 
금성천으로 흘러들고 북한강은 백암산 동쪽으로 흘러내린다.
 북한강을 건너면서 이곳이 ‘동부지역’임을 실감케 하는 
백석산(1,140.1m), 어은산(1,277.0m), 대우산(1,178.5m), 가칠봉
(1,242.2m) 등의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가 펼쳐진다. 양구군 
방산면에 위치한 백석산의 동서로 수입천과 천미천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대우산 너머 동쪽에는 펀치볼로 유명한 해안분지가 위치하고 
있고 가칠봉, 서희령, 달산령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펀치볼을 
내려다보고 있다. 철책선을 따라 곳곳에 희귀식물 군락도 이어진다. 
개느삼, 금강초롱꽃, 참배암차즈기 등과 같은 희귀식물과 반달가슴곰, 
원앙, 꼬리치레도롱뇽, 구렁이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보금자리로 삼아 
살아왔다. 양구를 정점으로 인제의 백두대간까지 펼쳐진 비무장지대는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부해안으로 이어지면 해당화군락, 통보리사초, 갯방풍 
등 훼손되지 않은 해안식생을 만난다. 

DMZ 식생 연구

정전협정으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설정된 
이래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채로 6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반도 DMZ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독보적 공간이 되었지만, 
DMZ 밖에서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DMZ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 명함으로 국내·외 이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1966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와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의 합동 
조사를 시작으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DMZ의 자연 생태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DMZ는 자연생태계와 희귀 동식물의 
보고’라는 말 이면 DMZ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관리 소홀에 
따른 훼손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DMZ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DMZ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지역적 논의와 
DMZ 관련 사업 확대 또한 다양해졌다.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DMZ를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의 하나로 설정하고 자연환경조사 등 
생태계보전대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DMZ 일원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신청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DMZ의 자연, 역사, 관광, 정책 등 각종 학회지에 게재된 
DMZ 관련 학술 논문만 190여 편에 달한다. 하지만 DMZ에 대한 
학계의 넘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DMZ에 대한 지리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DMZ 일원의 포유동물상은 천연 기념물 6종을 
포함하여 모두 51종, 조류는 201종, 양서파충류는 29종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의 경우는 지금까지 조사된 연구 자료와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에서 자체 조사로 수행된 미조사지역 연구 등을 
집대성하여 DMZ 일원의 관속식물상은 157과 810속 2,708
분류군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국가표준식물목록 4,500종류의 56%
로 한반도의 절반 이상의 식물이 생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희귀식물은 235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CR 51종, 
EN 51종, VU 66종이 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은 138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침입외래식물도은 27과 93속 
140종 4변종 3품종 147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 
침입외래식물의 46%로 침입외래식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작전도로 등을 따라서 침입외래식물이 
다양한 각도에서 옮겨 왔으며, 진지보수, 복원 등의 사업에 다른 지역의 
토양 등에 운반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는 비교적 최근이 
2019년 대암산 용늪에서 한반도 미기록종으로 발견된 두메흑상릉을 
비록하여 DMZ · 접경지역 미기록정이 만주족도리풀을 비롯하여 111
분류군의 자생지를 새롭게 확인하였는데 이 중 희귀식물은 정선황기, 
봉래꼬리풀, 들통발 등 9분류군, 특산식물은 무늬족도리풀, 
덕우기름나물 등 7분류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지역에만 있다고 
알려졌던 왕별꽃, 실별꽃, 양반풀과 같은 북방계물의 분포도 
확인되었다. 이는 북방기원의 식물이 한반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내려와 한반도를 남방한계선으로 가지는 식물로써(개느삼 등 6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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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setseg et al., 2020),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희귀, 특산식물과 
더물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전해야 할 식물이다. 

맺으며

현재까지도 DMZ 생태예 관한 연구는 인접지역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부의 생물학적 보전가치를 완전하게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경관요소 및 
DMZ 를 활용한 교육, 생태관광 등을 고려하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DMZ를 영구적으로 보존 또는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DMZ와 인접한 지역에는 천헤의 가치를 지닌 곳과, 
미확인지뢰지대 나아가 군사시설로 황폐한 지역도 공존함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 대한 복원이 필요한지 있는 그대로 보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수렴과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다. DMZ 내부는 아직까지 천이에 
대한 단계에서도 초기단계로 머물러 있는 곳이 많고 이미 한번 
인위적으로 황폐해진 곳에 인위적인 관리가 없다면 더욱더 황폐해져 
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DMZ에 대한 상징적인 
관심에서 나아가 진정성 있는 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Concluding Remarks

Most of the studies on the DMZ’s ecology so far have 
been conducted in the neighboring areas, so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estimate the DMZ’s biological 
preservation value. Considering its potential for future 
education and eco-tourism program, it can be said that 
the value of this region is infinite. Possible plans for the 
DMZ’s preservation or use in the future must evaluate 
this value from diverse angles and fields of study.
 Given the coexistence of natural bounty and 
ruined areas devastated by unidentified minefields and 
military facilities, we also need to gather opinions on 
whether this region should be restored or preserved. 
Much of the land inside the DMZ is still in an early stage 
of ecological succession. But on the other hand, without 
artificial management of the space that has already 
been artificially ruined, it can fall into worse disrepai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erious attention and 
sincere effort regarding the DMZ’s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issues.

it as well. DMZ-related projects have also expanded 
and diversified recently. By setting the DMZ as one of 
three key ecological ax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other two are the Baekdudaegan and the Island and 
Coastal region), they are devising plans for ecosystem 
preservation on a yearly basis, and trying to get the 
DMZ area designated as a Biosphere Reserve. 
Reflecting this current, currently there are about 190 
scholarly articles on the DMZ that explore its nature, 
history, tourism, policy and so on. However, despite the 
high academic interest in the DMZ area, most of the 
precedent researches cannot provide geographical 
data on the DMZ, because access is prohibited due to 
the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area. 
 Currently, the known species in the DMZ area 
are 51 species of mammals including 6 species of natural 
monuments, 201 species of birds, and 29 species of 
amphibian reptiles. In the case of flora, according to the 
researches published so far and the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Arboretum’s DMZ Botanic Garden, 157 
families, 810 genera, and 2,708 taxa of vascular plants 
have been identified. This is 56% of the 4,500 species 
listed on the Korean Plant Names Index, thus more than 
half of the plants growing o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it is a small area, the DMZ represents a very 
high biodiversity.
 235 taxa of rare plants have been observed, 
and these include 51 species of CR (Critical Endangered 
Species), 51 species of EN (Endangered Species), and 66 
species of VU (Vulnerable Species). As for the Korean 
endemic plants that grow only in Korea, 138 taxa have 
been identified. As for the invasive alien plants, 27 
families, 93 genera, 140 species, 4 variants, 3 breeds, 
and 147 taxa have been identified, which accounts for 
46% of the total invasive exotic plants on the Korean 
Peninsula, meaning that more invasive exotic plants 
are distributed here than other regions. These invasive 
alien plants appear to have come from various angles 
along the military operation routes, for example, 
during camp restoring works that may transport soil 
from other regions. Recently, 111 taxa have been newly 
identified, which include Spartganium glomeratum, 
which is an unrecorded Korean Penunisula specie, and 
Manchurian wildginger, which is an unrecorded DMZ 
area specie. Of these, there are 9 taxa of rare plants, 
including Korean milkvetch, Geumgangsan spike 
speedwell, and Asian golden bladderwort; and 7 taxa 
of endemic plants including Coloured wildgiger and 
Deokwoo hogfennel. In addition, Ciliate-petal 
chickweed, Slender chickweed, and Siberian swallow-
wort, which had been known to grow only in North 
Korea, have been discovered recently. For these 
northern plants that originate in the North and 
descend along the Baekdudaega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southern limit line (616 species 
including Korean necklace pod, according to 
Gantsetseg et al., 2020). Because they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ey need to be preserved with 
speci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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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Program
 
Dates
March 24, 2022

Venue
Cell Block Theatre, 
National Art School

Partners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Artspace Sydney, 
National Art School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Negotiating Borders, Sydney, a 
screening program will be taking 
place on March 24 at the National 
Art School’s Cell Block Theatre. 
Organized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re Australia, 
Artspace, Sydney, and the 
National Art School, the screening 
program will feature major works 
of Korean and overseas video work 
related to the Demilitarized Zone.

스크리닝 프로그램

일자

2022년 3월 24일

장소

호주 내셔널 아트스쿨 셀 블록 시어터

협력

주시드니한국문화원,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호주 내셔널 아트스쿨

«경계협상, 시드니» 전은 본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3월 24일 
2회에 거쳐 호주 내셔널 아트스쿨 
셀 블록 시어터(National Art 
School Cell Block Theatre)에서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그리고 호주 내셔널 아트스쿨의 
협력으로 기획된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DMZ를 주제로 한 국내외의 주요 
영상 작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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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혜중공업, ‹우리의 디엠지›, 2021
디지털 미디어, 21분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OUR DMZ, 2021

Digital media, 21 min 

OUR DMZ, a new work by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commissioned for the Negotiating Borders, Sydney exhibition, will be 
featured both in the screening program and online. The artists offer a 
fairly explicit depiction of desires for money and sex, using this as an 
artistic device to critique society, history, and politics. The protagonist 
is Sunny Kim, who appears as a tour guide on the “DMZ ECO-
FRIENDLY WELL-BEING BUS TOURS.” Relating to the passengers about 
her personal experience as a Rastafarian in South Korea (whose 
Jamaican-born Rastafarian husband is currently imprisoned), she 
shares a perspective on Korea’s “present” that is both allusive and 
scathingly critical. Described as a combination of Christianity with 
indigenous African beliefs, Rastafarianism is the faith of over half of 
Jamaica’s population and came to global attention through the music 
of reggae pioneer Bob Marley.
  The name “Rastafarianism” comes from Ras Tafari, the 
name used by Ethiopia’s last emperor Haile Selassie before taking the 
throne. In the 1930s, he attempted a radical modernization of 
Ethiopia while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Japan, but this did 
not spare his country from the imperial powers’ scramble for colonies. 
Governed by Italy for a five-year period beginning in 1935, Ethiopia 
joined with the British Allied Forces during World War II, establishing 
itself on what would become the winning side and recovering its 
territory. When the Cold War arrived, Ethiopia took a position on the 
front lines as one of the US’s chief allies; it also sent reinforcement 
troops to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Emperor Haile 
Selassie, the figure who managed to recover Ethiopia amid the 
grappling among imperial powers, became a figure of deification 
around the mid-20th century among Africans who had been forcibly 
relocated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slave trade. At the same 
time, his imperial foreign policy is seen as a root cause of ethnic 
conflict within Africa. Like the fabric patterns that repeatedly appear 
as a backdrop in the video,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intricately woven story shows how the history of Ethiopia—which 
continues to struggle with ideological conflict and the resulting civil 
war to this day—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경계협상, 시드니» 전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신작인 장영혜중공업의 ‹우리의 
디엠지›는 스크리닝 프로그램과 온라인에서 소개된다. 작가는 자본과 성에 대한 욕망을 
다소 노골적인 묘사를 통해 서술하며 사회·역사·정치를 비판하기 위한 예술적 장치로 
사용한다. 디엠지 친환경 웰빙 버스 투어의 가이드로 등장하는 주인공 김선희는 버스에 
탑승한 관광객들에게 남한의 라스타파리교 신도로서 겪은 자신의 개인사(자메이카 
출신이자 라스타파리교 신자인 남편이 투옥 중)를 털어놓으며 우리가 자리한 ‘현재’에 
대한 은유적이자 통렬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그리스도교와 아프리카 토속신앙이 
결합된 종교로 알려진 라스타파리아교는 자메이카 국민 중 반 이상이 신도이며 레게 
음악의 선구자 밥 말리에 의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라스타파리아’는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인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즉위 전 사용하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1930년대 자발적으로 일본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급진적인 근대화를 꾀하였으나, 제국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피해갈 
수 없었다. 1935년부터 5년간 이탈리아로부터 통치를 받게 된 에티오피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연합군에 합류하며 승전국 대열에 합세하였고 에티오피아 영토를 
재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 나라는 냉전 시기 진입 이후 미국의 최우방국으로써 냉전의 
최전선에 자리하였고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지원군을 파병하기도 했다. 제국 열강의 틈 
속에서 땅을 되찾은 셀라시아 황제는 노예무역으로 강제 이주 당해야 했던 
아프리카인들에게 20세기 중반 이후 신 같은 존재로 급부상했으나, 황제의 외교정치는 
아프리카 내 민족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등 모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영상 배경의 패브릭 패턴처럼 장영혜중공업이 긴밀하게 직조한 스토리는 
현재까지도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내전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역사가 우리 남과 북의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임을 밝힌다. 

Fig. 1, 2, 3, 4, 5, 6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OUR DMZ (film still), 
2021,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Fig. 3

Fig. 5

Fig. 2

Fig. 4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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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북한산›, 2015
단채널 영상, 스테레오 사운드, 26분

IM Heung-soon, Bukhansan, 2015
Single channel video, stereo sound, 26 min

Viewing the first-hand accounts of displaced North Koreans as the 
most direct means of learning about North Korean lives at a time 
when South Koreans are barred from visiting the North, artist IM 
Heung-soon captures a story shared by one North Korean migrant 
woman, singer Kim Bok-ju. A native of Pyongyang, Kim had to travel 
through China, Laos, and Thailand before her arrival in the South. 
Dressed in traditional Korean hanbok clothing, she climbs Mount 
Bukhan (just north of Seoul) in the early morning hours and calmly 
talks about her childhood in the North,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her defection, and the difficulties she has suffered surviving in the 
South after defecting.
 The experience of this female defector—as someone 
forced into the margins of Korea’s deeply rooted, Confucianism-
based male-centric history, and as someone forced to the brink within 
those margins, having become a defector only partly by her own 
choice—offers the small-scale perspective of one individual toward 
the antagonism between North and South. Kim is shown from behind 
as she calmly speaks of the family she left behind and her feelings of 
homesickness; her time spent adapting to capitalist society and 
becoming economically self-sufficient;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felt somehow different to her despite being fellow Koreans; and her 
life as a female worker who is all the more isolated for being a 
defector. Her story shows the fears, sadness, and loneliness of a 
woman standing on the border between politics and ideology—and 
between life and death.
 At the end of the video, Kim ascents Mount Bukhan’s 
Wonhyo Peak to sing the song “Imjingang (Imjin River).” The plaintive 
words of the song recall her own memories and trauma, with the 
family members who offered no reply as she clutched the fence along 
the Imjin River and howled each of their names in turn.

북한으로의 방문이 제한된 상태에서 북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북한이주민들의 구술증언임에 착안한 임흥순은 북한이주여성이자 
가수인 김복주가 풀어내는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평양 출신인 김복주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김복주는 한복 차림으로 새벽녘의 북한산을 
오르며 북한에서의 유년 시절, 탈북 계기, 탈북 후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수난 등을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유교에 기반한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역사 속 주변부로 밀려나야 했던, 
특히, 타의 반 자의 반으로 탈북자가 되며 주변부의 벼랑 끝에 자리하게 된 
북한이주여성의 경험은 남북 대립을 바라보는 개인의 미시적 관점을 드러낸다.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적응과 경제적 자립기, 한민족이지만 
어딘가 이질적으로 다가왔던 남한 사람들, 북한이주민이기에 더욱 고립되었던 여성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해 차분히 얘기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정치와 이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불안과 슬픔, 그리고 고독을 보여준다. 
 영상 말미, 김복주는 북한산 원효봉에 올라 노래 ‘임진강’을 부른다. 
임진강의 구슬픈 가사는 임진강 철책에 매달려 가족 이름 하나하나 목 놓아 불러도 대답 
없던 그녀의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 

Fig. 1, 2, 3
IM Heung-soon, Bukhansan (film 
still), 2015,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Fig. 2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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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ung Jun, Eclipse I, II, 2020
2-channel video & stereo sound, 
4K, 10 min 27 sec, 13 min 25 sec

전소정 ‹이클립스 I, II›, 2020
2채널 영상, 스테레오 사운드, 4K, 10분 27초, 13분 25초 

본 작품은 «경계협상, 시드니»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위해 단채널로 재편집되었다. The work has been edited into a single-channel video for 
the screening program of Negotiating Borders, Sydney.

Yun Isang (1917–1995) was a Korean-born composer who worked in 
France, Germany, and other countries in Europe. Caught up in the 
political situation after Korea’s division, he was barred from entering 
South Korea and lived out the rest of his days overseas. Eclipse I, II is a 
two-channel video work that presents “Fragments” (2020) and 
“Seventh Night” (2020), in which a North Korean gayageum (a type 
of stringed instrument) and harp are used to reinterpret Yun’s 
“Double Concerto,” a composition that adopts the folktale of Gyeonu 
and Jiknyeo—two lovers separated by the Milky Way who are only 
able to meet once a year—as an analogy for inter-Korean relations. 
Repeatedly showing images of people missing each other but 
eventually meeting again, artist Sojung Jun reveals the visible and 
invisible boundaries separating North and South. 
 After living a life of exile amid ideological conflict, Yun 
Isang eventually passed away in Berlin. He was never able to set foot 
in Korea again during his lifetime; he returned there only as ashes. 
Described as a “mediator”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usic for 
the ways he sought to combine the performance techniques of Korean 
music with Western instruments, he composed his “Double Concerto” 
while dreaming of Korea’s reunification. It represents his attempt to 
cross a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that must have felt, for 
him, even stronger than the one separating East from West. Eclipse I, 
II, which was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n gayageum 
player Park Soona, harpist Bang Joon-Kyung Bang, and composers 
Jiyoung Kimand Soojung Shin, allows for a new contemplation of the 
present through its reinterpretation of Yun Isang’s life and music.
 Eclipse I reveals a small-scale perspective focusing on 
North and South Korean individuals and difference. Like the two 
performers’ hands sliding busily over the strings, the two cameras 
that surround the gayageum and harp present the performance in 
dynamic and irregular movements. In contrast, Eclipse II adopts a 
larger-scale perspective, focusing on matters such as the external 
forces operating on North and South; it shows images such as mirrors 
that move until they eventually coincide, alluding to the temporary 
agreements that arise between North and South.

한국 태생의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활동하였으며 
남북 분단 이후 정치 상황에 연루되어 남한 입국이 제한되자 여생을 타향살이로 보냈다. 
‹이클립스 I, II›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한 해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남북 관계에 빗대어 작곡한 윤이상의 ”더블 콘체르토“를 인용하여 북한 가야금과 하프 
연주로 재해석한 두 곡 “파편”(2020)과 “칠석”(2020)을 기록한 2채널 영상이다. 
전소정은 어긋나지만, 곧 다시 만나는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남북의 
가시적이자 비가시적인 경계를 드러낸다.  
 평생을 이념의 논쟁 속에서 살다가 망명 중 베를린에서 타계한 작곡가 
윤이상은 생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유해가 되어서야 귀국할 수 있었다. 한국 음악의 
연주기법과 서양 악기의 결합을 꾀해 ‘동 · 서양 음악의 중개자’로 일컬어졌던 윤이상이 
통일을 꿈꾸며 작곡한 “더블 콘체르토”는 동 · 서양의 경계보다 더 견고하게 느껴졌을 
남북한의 경계를 가로지르고자 한 시도이다. 북한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 하피스트 
방준경, 작곡가 김지영, 신수정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이클립스 I, II›는 윤이상의 삶과 
음악을 재해석하여 현재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클립스 I›은 남북의 개인과 다름이라는 미시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현 위를 미끄러지듯이 바쁘게 움직이는 두 연주자의 손처럼 가야금과 하프를 둘러싼 두 
개의 카메라는 역동적이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통해 무대를 보여준다. 반면 남북을 
둘러싼 외부적 힘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는 ‹이클립스 II›는 때로 거울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동하다 순간 일치되는데 이는 남북의 일시적인 합의를 
은유한다. 

Fig. 1, 2, 3
Sojung Jun, Eclipse I, II (film still), 
2020,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Fig. 2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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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경 ‹비행›, 2005
단채널 영상, 13분

Park Chan-kyong, Flying, 2005
Single channel video, 13 min

Shortly after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since the Korean War was 
held in June 2000, the first-ever airplane took off on a direct flight 
between North and South. Flying is a short film of about 13 minutes 
that combines images of the Korean War with images of the hour-
long flight taken by then-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en 
route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first part of 
Yun Isang’s “Double Concerto,” a composition expressing the hope of 
reunification, is used as a soundtrack. Juxtaposing images of North 
Korean villages, the airport, and welcoming crowds, the video offers 
a vivid illust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s division and its 
alternation between “Cold War” and “post-Cold War.”
 The “creative ambiguity” referenced in Flying is an 
indirect strategy used to avoid dissolution when two countries are 
sharply at odds. When six-party talks were held by South Korea and 
five other countries in 2005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South’s senior representative mentioned the need for 
“creative ambiguity” to resolve key issues related to the North’s 
denuclearization. Park Chan-kyong focuses on the symbolism of the 
airplane as a way of stepping outside of the larger-scale perspective 
of diplomacy and politics to discuss the dual meaning that “creative 
ambiguity” evokes to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While the 
airplane is familiar to South Koreans as a key means of travel, it is 
still associated in the North with bombing, attacks, and warfare. Just 
as Yun drew on the folktale of Gyeonu and Jiknyeo as a metaphor 
for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Park may be drawing an analogy 
between this historic takeoff and the magpies and crows that created 
the Ojak Bridge over the chasm of heaven—offering a message of 
hope for a new future.

2000년 6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남북을 잇는 첫 직항 
비행기가 이륙했다. ‹비행›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한 시간 동안의 비행 모습과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약 13분으로 편집한 
단편 영화이다. 통일을 염원하며 만든 윤이상의 “더블 콘체르토”의 앞부분이 영상의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마을, 공항, 환영 인파 등을 교차하면서 보여주는 
영상은 냉전과 탈냉전을 오가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비행›에서 언급되는 창조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은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파국을 막기 위해 쓰는 ‘우회 전략’이다. 2005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포함 총 6개국이 참여했던 6자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쟁점을 풀기 위해 ‘창조적 모호성’의 필요를 언급했다. 
작가는 외교정치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 국민에게 ‘창조적 모호성’이 
발생하는 이중적 함의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비행기’의 상징성에 주목한다. 남에서는 
여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친숙한 비행기는 북에서는 여전히 폭파, 공격, 전쟁의 산물로 
여겨진다. 윤이상이 나뉘어진 한반도를 견우와 직녀에 은유한 것처럼 박찬경은 역사적 
순간 이륙한 비행기를 은하수 위 오작교를 만든 까치와 까마귀에 빗대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지도 모른다. 

Fig. 1, 2, 3, 4, 5, 6, 7, 8
Park Chan-kyong, Flying (film still), 
2005,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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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경, ‹세트› 2000
사진(35mm) 160장 슬라이드 프로젝션, 15분

Park Chan-kyong, Set, 2000
160 photos (35 mm), slide projection, 15 min

Set is a slide-based work that combines photographs of different film 
sets built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ncludes images of the film 
Studio in South Korea, North Korea’s Korean Art Film Studio, and a 
set built in a South Korean army base for simulated street warfare 
exercises. 
 Among the sets at the Namyangju Film Set are the 
House of Freedom set seen from Panmun Pavilion in the 2000 South 
Korean film “Joint Security Area,” the Panmun Pavilion set as seen 
from the House of Freedom set; the surveillance posts watching over 
everything; and the surveillance cameras installed within those 
posts, which are captured in turn in the camera’s lens to emphasize 
the contradictory situation brought about by Korea’s division—a 
state of both monitoring and being monitored. As a North Korean 
set, the work shows the Korean Art Film Studio, established in 1947 
in Pyongyang’s Hyŏngjesan District. North Korea has various film 
studios in place, specializing in the production of war films, children’s 
films, science films, and more. The Korean Art Film Studio is one 
of these that was built to produce art films. It underwent a major 
expansion during the regime of Kim Jong-il— famously a film buff—
with recreations of historic Joseon, Japan, and China and the modern 
streets of South Korea’s Seoul and Gwangju that made it a popular 
stop for foreign tourists visiting the North. Finally, the work shows a 
military set built by soldiers on a South Korean army base to conduct 
simulated street warfare exercises.
 Through Set, we can see streets visualizing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 violence that arose during the Cold War er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its subsequent military 
dictatorship. Built as reproductions to suit different purposes, the sets 
offer a symbolic illustration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the ideological conflicts within it. Drawing on the nature 
of sets as devices disrupting the boundary between truth and fiction, 
this work raises questions about the “truth” of the present we live in.

‹세트›는 남과 북에 지어진 다양한 세트장을 촬영한 사진을 교차 배열하고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남한의 영화 세트장,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부대 내에 모의 시가전 훈련을 위해 조성된 세트의 모습을 담는다.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는 2000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등장한 곳들 중 판문각에서 보이는 자유의 집 세트, 자유의 집 
세트에서 보이는 판문각 세트, 모든 것을 감시하는 감시초소, 초소 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다시 카메라 렌즈에 담아내며 감시당하고 감시하는 남북 분단이 불러온 
모순적 상황을 강조한다. 북한의 세트는 1947년 평양 형제산구역에 설립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담았다. 북한에는 전쟁영화, 아동영화, 과학영화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특성에 따라 여러 촬영소가 있으며 이 중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예술 영화의 제작을 위해 만들어졌다. ‘영화광’으로 유명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대규모로 확장되기도 했던 이곳은 옛 조선, 일본, 중국과 한국의 서울, 광주 
거리 등을 재현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육군 부대 안에 조성된 모의 시가전 훈련을 위해 병사들이 직접 건설한 군용 
세트장을 보여준다. 
 우리는 ‹세트›를 통해 냉전 이후 한국의 미 군정 그리고 그를 뒤따른 
한국의 군부 통치 역사 속 이념적 정치폭력이 시각화되는 현장을 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재현된 세트장은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그 안에 
자리한 이념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교란하는 ‘세트’의 
특수성을 통해 우리가 자리한 현재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Fig. 1, 2
Park Chan-kyong, Set (film still), 
2000,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Fig. 2

76 77



SC
RE

EN
IN

G 
PR

OG
RA

M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2017
단채널 영상, 55분 31초

Adrián Villar Rojas, El momento más hermoso de 
la guerra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2017

 Single channel video, 55 min 31 sec

In 2014, the Argentinian-Peruvian artist Adrián Villar Rojas was 
invited by the REAL DMZ PROJECT to visit South Korea to create a new 
work. For a month, he took part in a residency in the small village of 
Yangji-ri located inside the DMZ, As he shared in the residents’ daily 
experience, he and his team formed trust and bonds with the 
villagers, and that closeness which would go on to produce both his 
film El momento más hermoso de la guerra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and a permanent, site-specific installation in the 
village. 
 After Korea’s liberation in 1945, Yangji-ri spent several 
years under Communist rule as part of the peninsula lying above the 
38th Parallel. It ended up reclaimed by the South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During the 197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ruited people to be relocated there for political 
purposes, with a roughly 30m2 home provided to them as an incentive. 
The houses there were too poorly constructed to withstand the harsh 
cold, and the residents ended up renovating them to establish their 
own community.
 Understanding the unique political and ecological 
nature of the territory and the elderly people who live there, Villar 
Rojas invited the villagers to participate in a hybrid film-theatrical 
experience in which they would be the actors, and the entire village 
the stage. The artist and team shared meals, made and gifted 
sculptures, whatched movies and attended church sermons with the 
villagers, while every detail of this shared intimacy was captured 
and framed by the daily life and sounds of Yangji-ri. This resulted in El 
momento más hermoso de la guerra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a film where the border between document and fiction became 
ambiguous and the history and story were intricately connected. 

2014년, 아르헨티나, 페루 국적의 작가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는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초대를 받아 신작 제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의 작은 마을인 
양지리에 마련된 레지던시에서 한 달을 지내며 매일 마을의 일상 모습을 포착하고 
기록하였다. 작가는 마을 주민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친밀함의 풍경은 영상 작품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고스란히 담겼을 뿐 아니라 
작가는 영구적이자, 장소 특정적인 설치 작업을 마을 내에 남기기도 했다. 
 양지리는 1945년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 해당하여 몇 년간 
인공치하에 있었으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수복지역이 되었다. 1970년대 
정부는 대북 선전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9평짜리 집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이주민을 
모집했다. 주민들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에 매우 부실하게 지어진 마을의 집들을 
개조하며 직접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마을의 독특한 정치적, 생태적 특성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알아가며 비야르 로하스는 마을 전체가 무대가 되고 주민이 배우가 되어 영화, 희극이 
혼합되는 일종의 혼성적 경험을 창출한다. 작가와 그의 팀은 주민들과 음식을 나누고, 
조각 작품을 선물하고, 영화를 함께 보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등 양지리 주민의 
일상과 소리를 담아내며 친밀함을 공유했다. 이로써 기록과 허구 간의 경계가 
애매해지며 역사와 개인사가 긴밀하게 엮인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탄생되었다. 

Fig. 1, 2, 3, 4, 5, 6
Adrián Villar Rojas, El momento 
mas hermoso de la guerra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film still), 2017, Courtesy of the 
artist

Fig. 1

Fig. 3

Fig. 5

Fig. 2

Fig. 4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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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han-kyong

Park Chan-kyong (b. 1965, Seoul) 
works primarily not only as a 
media artist, but also as a film 
director and writer based in Seoul. 
He had majored in Painting at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after 
graduation, he has mainly written 
about art and curated exhibitions. 
Park had dealt with the them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ld War, amid 
relations with mass media or 
interests of politics and 
psychology. Park has been 
awarded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2004), the Golden 
Bear for Best Short Film of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1), the Grand Prize for a 
Korean Feature Film of the 12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1) among others, and he was 
designated as the artist of MMCA 
Hyundai Motor Seri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9). 
He had also curated the exhibition 
Seoul Mediacity Biennale,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4).

Heinkuhn Oh

Heinkuhn Oh (b. 1963, Seoul) 
majored in photography and film 
at Ohio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art and started his career 
as a documentary photographer, 
capturing social landscapes on the 
streets and focusing on 
documenting specific groups of 
people that present a certain type 
of social convention in Korea. In 
1999, his solo exhibition Ajumma, 
Portraits of Middle-aged Women 
in Korea (Art Sonje Center, Seoul, 
1999) helped create the “Ajumma 
Syndrome” in Korean society 
through its distinctive theme and 
style. Since then, he has focused on 
documenting specific groups of 
people revealing common desires 
and anxieties that prevail in 
Korean society. In 2005, he was 
featured in the Korean Pavilion at 
the 51st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2005) and published five 
monographs—Ajumma (1999), 
Girl’s Act (2004), Cosmetic Girls 
(2008), Unfinished Portrait (2009), 
and Middleman (2012). His works 
are currently owned by numerous 
museum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and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Adrián Villar Rojas

Adrián Villar Rojas (b. 1980, 
Rosario, Argentina) is best known 
for his large-scale, site-specific 
sculptural installations. Villar 
Rojas has been the recipient of 
numerous awards including 
Sharjah Biennial Prize (2015), the 
Zurich Art Prize at the Museum 
Haus Konstruktiv (2013) and the 
9th Benesse Prize in the 54th 
Venice Biennale (2011).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La fin de 
l’imagination (Marian Goodman 
Galerie, Paris, 2020), Poems for 
Earthlings (Oude Kerk, 
Amsterdam, 2019). His most recent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Sharjah Biennial (Sharjah, UAE, 
2016), dOCUMENTA 13 
(Kassel,Germany & Kabul, 
Afghanistan, 2012) and the 
Argentinian National Pavilion at 
the 54th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2011).

Woosung Lee

Woosung Lee (b. 1983, Seoul)’s 
works are the portrait of the 
people of today’s society and 
begins from paying attention to 
ordinary events. He received his 
BFA in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and MFA in Fine Arts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Following his first exhibition 
in 2008, he has held many 
exhibitions in Korea’s major art 
museums such as Arko Art Center 
(Seoul, 2020),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9), etc. He also worked 
on multiple projects in major 
alternative spaces such as 
Common Center (Seoul, 2014), Art 
Space Pool (Seoul, 2015), Amado 
Art Space/Lab (Seoul, 2017), etc. 
He participated in exhibitions 
abroad, such as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SA, 2016), 
and Wexford Art Center (Wexford, 
Ireland, 2015).

박찬경

박찬경(1965년 서울 출생)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작가이자 
영화감독, 작가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주로 미술에 관한 글을 썼고 전시를 
기획했다. 작가는 한국의 분단과 냉전을 
대중매체와의 관계나 정치심리적인 관심 
속에서 다뤄왔으며, 주로 사진과 비디오를 
만들었다. 그는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서울, 2004),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베를린, 2011),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
(2011) 등을 수상했고, MMCA 현대차 
시리즈(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9) 
작가로 선정되었다. 그가 기획한 전시로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귀신 간첩 
할머니»(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가 
있다.

오형근

오형근(1963년 서울 출생)은 오하이오 
대학 예술 대학원에서 순수 사진 및 영화를 
전공하였고, 거리에서 사회적 풍경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작가로 시작해 한국 
사회의 특정 인물 군의 유형을 보여주는 
초상 작업을 해오고 있다. 1999년에는 
«아줌마»(아트선재센터, 서울, 1999)라는 
타이틀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주제의 이 전시가 한국에서 
아줌마 신드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베니스, 이탈리아, 2005)에 
참여하였고,『아줌마』(1999), 『소녀연기』
(2004), 『중간인』(2012) 등 총 5권의 
작품집을 출간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제
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재 그의 작업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성미술관 리움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내외 미술관에 소장 
되어있다.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1980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출생)는 대규모의 
장소 특정적 조각 설치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샤자 미술재단의 샤자 비엔날레 
프라이즈(2015), 취리히 현대미술관의 
취리히 아트 프라이즈(2013),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베네세 프라이즈(2011) 
들 다양한 국제적 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의 개인전으로는 «La fin de 
l’imagination»(마리안 굿맨 갤러리, 
파리, 2020), «Poems for 
Earthlings» (구 교회, 암스테르담, 
2019) 등이 있고, 그룹전으로는 샤자 
비엔날레(샤자, 아랍에미리트, 2016), 
도큐멘타 13(카셀, 독일 · 카불, 
아프가니스탄, 2012),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베니스, 이탈리아, 2011)의 
아르헨티나 대표 작가 등으로 참여했다.

이우성

이우성(1983년 서울 출생)은 일상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 사회 속 
사람들의 초상을 그린다. 그는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했다. 그는 2008년 첫 
그룹전 참여를 시작으로 아르코미술관 
(서울, 2020), 서울시립미술관(서울, 
2019) 등 한국 주요 국공립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왔다. 동시에 커먼센터(서울, 
2014), 아트 스페이스 풀(서울, 2015), 
아마도예술공간(서울, 2017) 등 한국 주요 
대안공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해외에서는 두산갤러리(뉴욕, 미국, 2016) 
웩스포드 아트센터(웩스포드, 아일랜드, 
2015)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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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Heung-soon

IM Heung-soon (b. 1969, Seoul) is 
an artist and filmmaker based in 
Seoul and Jeju Island. Starting 
with his early works on his 
working-class family, he has 
expanded his art world by 
exploring the lives of people who 
are marginalized in social, 
political, capitalist, and national 
contexts. His political yet 
emotional works are embodied 
through different visual mediums 
such as photography, installations, 
public art, community art, and 
films. His films have been exhibited 
at prominent institutions including,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8),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2019), 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2014), Carnegie 
International (Pittsburgh, USA, 
2018), and Sharjah Biennale 12 
(Sharjah, UAE, 2015).

Sojung Jun

Sojung Jun is an artist based in 
Seoul, South Korea. She has 
received her BFA in Sculp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FA in Media Art from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 at Yonsei 
University. Her most recent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a number 
of institutions includi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1), 
Kunstmuseum Bern (Bern, 
Switzerland, 2021), Nam June Paik 
Art Center (Gyeonggi-do, Korea, 
2021), Atelier Hermès (Seoul, 2021), 
Tai Kwun JC Contemporary (Hong 
Kong, 2020), Ottawa Art Gallery 
(Ottawa, 2020),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2019), ARKO Art Center 
(Seoul, 2018), Palais de Tokyo 
(Paris, 2017). She is the recipient of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2018 (Seoul), Villa 
Vassilieff Pernod Ricard 
Fellowship, Paris, France 2016 and 
Noon Art Prize, Gwangju Biennale 
2016 (Gwangju).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YOUNG-HAE CHANG HEAVY 
INDUSTRIES (YHCHI) formed its 
internet art project in 1998, 
founded by the Korean artist 
Young-Hae Chang and the North 
American artist Marc Voge. YHCHI 
has exhibited in many prominent 
institutions including the Centre 
Pompidou (Paris, 2011), 
Queensland Art Gallery & Gallery 
of Modern Art (Brisbane, 
Australia, 2018),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an 
Francisco, USA, 2000), and the Tate 
Modern (London, 2010). Since 
receiving their 2001 Grants to 
Artist award, they were 2012-2013 
Rockefeller Foundation Bellagio 
Center Creative Arts Fellows. In 
2018 the M+ Hong Kong acquires 
one edition of everything that 
YHCHI has produced and will 
produce, including their website 
www.yhchang.com. 

Kyung Jin Zoh

Kyung Jin Zoh (b.1961) who was 
born in Seoul, studied landscape 
archit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ed his Ph.D. 
in City and Regional Plannin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e 
is a Dean of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0, he 
served a planner for “DMZ 
migratory bird peace town” at 
Cheorwon. He was one of curators 
for the DMZ exhibition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19). 
The DMZ Botanic Garden was 
introduced in digital version in 
Negotiating Borders (London, 
2019) and Negotiating Borders 
(Paris, 2020), and he continues to 
research and create work about 
Cheorwon and its border areas.

임흥순

임흥순(1963년 서울 출생)은 서울과 
제주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가 겸 
영화감독이다. 노동계급 가족에 대한 
초기작을 시작으로, 사회적, 정치적, 
자본주의적, 국가적 맥락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탐구하며 그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였다. 그의 정치적이면서 감성적인 
작업은 사진, 설치, 공공미술,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다. 그의 작업들은 
서울시립미술관(서울, 2018),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19), 
광주비엔날레(광주, 2014), 카네기 
인터내셔널(피츠버그, 미국, 2018), 샤자 
비엔날레 12(샤자, 아랍에미리트, 2015)를 
포함한 저명한 미술 기관에서 전시되어 
왔다. 

전소정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소정은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사 졸업 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 석사를 취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 2021), 베른 시립 
미술관(베른, 스위스, 2021), 
백남준아트센터(용인, 2021), 아뜰리에 
에르메스(서울, 2021), 타이쿤 제이씨 
컨템포러리(홍콩, 2020), 오타와 
아트갤러리(오타와, 2020), 
뉴사우스웨일스미술관(시드니, 호주, 
2019), 아르코 미술관(서울, 2018), 팔레 
드 도쿄(파리, 2017) 등을 포함한 다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가졌다. 
빌라 바실리르-페르노라카 펠로우십(파리, 
2016)에 선정되었고,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광주, 2016)과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서울, 2018)을 수상했다. 

장영혜중공업

장영혜중공업은 장영혜와 마크 보주의 
인터넷 아트 프로젝트로, 1998년에 
결성되었다. 퐁피두 센터(파리, 2011), 
퀸즈랜드 현대미술관(브리즈번, 호주, 
2018),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2000), 테이트 모던 
(런던, 2010)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전시했다. 록펠러 재단의 2012–2013년 
벨라지오 크리에이티브 아트 펠로우십에 
선정되었고, 2001년 동시대미술재단의 
작가 지원상을 받았다. 2018년에는 홍콩 
M+ 미술관이 장영혜중공업의 웹사이트 
www.yhchang.com를 비롯해 그들의 
전작 및 향후 작업까지 모든 에디션을 
소장하기도 하였다. 

조경진

조경진(1961년 서울 출생)은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0년부터 ‘DMZ 
철새평화타운’을 계획하면서 철원에 인연을 
맺고 공간계획 및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역서울 284에서 진행된 
«DMZ»(서울, 2019) 기획자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경계협상: 런던» 
(런던, 2019)와 «경계협상: 파리»(파리, 
2020)에서는 ‹DMZ 야생정원›을 
선보이는 등 철원과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예술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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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 Ryeong Cho

Hye Ryeong Cho (b.1981) is a 
landscape architect and gardener 
based in South Korea. She studied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and learnt 
garden design practice in London. 
Currently, she runs a landscape 
design company in Seoul. Recent 
major works include DL E&C 
Housing Gallery garden (Busan, 
Korea, 2020), Korea National 
Arboretum Children’s Forest 
Garden (Pocheon, Korea, 2020), 
etc. She participated in Culture 
Station Seoul 284 DMZ (Seoul, 
2019) and curated Seoul Botanical 
Garden Exhibition Plant Theatre 
(Seoul, 2019) and Plant Hunter 
(Seoul, 2018).

Daejin Choi

Daejin Choi (b.1974) was born and 
raised in Busan and attended 
university there until he moved to 
France to begin his art career. In 
2007, he graduated from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in 
Paris-Cergy, and in 2008, he 
worked as a researcher-artist in 
the Postgraduate programme of 
the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de Lyon.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Parc Saint 
Léger Centre d’art Contemporain 
(Pougues-les-Eaux, France, 2010), 
Espace Kugler (Geneva, 
Switzerland, 2011),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2011) and 
Project Space SARUBIA (Seoul, 
2012), and has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group exhibitions across 
Europe and Asia in venues such as 
Gwangju Museum of Art 
(Qwangju, Korea, 2014),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14), Nuit Blanche (Paris, 
2013), Hite Collection (Seoul, 2013), 
and Musée d’art contemporain de 
Lyon (Lyon, France, 2008), as well 
as artist-in-residence programs in 
Paris, Moscow, Geneva, and Seoul.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Seoul.

Jane Jin Kaisen

Jane Jin Kaisen (born in Jeju 
Island, South Korea and adopted 
to Denmark in 1980) works with 
video installation, film, 
photography, performance, and 
text. Kaisen received an MFA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an MA in Art theory and 
Media Art from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and she 
attended the Whitney 
Independent Study Program. She 
has exhibited her work in a wide 
range of contexts internationally, 
including: the 58th Venice Biennale 
Korean Pavilion (Venice, Italy, 
2019) the 68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erlin, 2018) and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2017), Kunsthal Aarhus (Aarhus, 
Denmark, 2017),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7),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2016) and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15). Other 
venues include the Liverpool 
Biennale (Liverpool, UK, 2012), 
ParaSite (Hong Kong, 2017), Gana 
Art New York (New York, USA, 
2008), Malmö Konstmuseum 
(Malmö, Sweden, 2013), and 
Townhouse Gallery (Cairo, 2012).

Kyungah Ham

Kyungah Ham (b. 1966, Seoul) is a 
contemporary artist based in 
Seoul and her works constitute an 
inquiry into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injustice of 
modern society. Her major solo 
exhibitions include Ham Kyungah 
(Pace Gallery, Hong Kong, 2018), 
Phantom Footstep (Carlier 
Gebauer Gallery, Berlin, 2017), 
Phantom Footstep (Kukje Gallery, 
Seoul, 2015), and Desire and 
Anesthesia (Art Sonje Center, 
Seoul, 2009).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many international 
projects, including Material 
Connection (Jane Lombard 
Gallery, New York, USA, 2017), the 
Asian Corridor of Culture City in 
East Asia 2017 (Kyoto Art Center & 
Nijo Castle, Kyoto, Japan, 2017), 
Artists of the Year 2016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6), Taipei Biennale 
(Taipei National Museum of Art, 
Taipei, 2016), Asia Time, 1st Asia 
Biennale and 4th Triennale 
(Guangdong Museum of Art, 
Guangzhou, China, 2015) and 
Beyond and Between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2014).

조혜령

조혜령(1981년 출생)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경가 겸 정원사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예와 조경 건축을, 
런던에선 정원 디자인 실습을 공부했다. 
현재 그는 서울에서 조경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주요 작업으로는 DL 
E&C 주택갤러리정원(부산, 2020), 
국립수목원 어린이 정원(포천, 2020) 등이 
있다. 또한 문화역서울 284 
«DMZ»(서울, 2019)에 참여하였고, 
서울 식물원 기획전시 ‹식물극장›(서울, 
2019)과 ‹식물탐험대›(서울, 2018)을 
기획하였다. 

최대진

부산에서 나고 자란 최대진(1974년 출생)
은 한국에서 타 전공을 수학하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예술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7년 파리 세르지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리용국립미술학교에서 
연구원이자 작가로 활동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파크 생 레제 국립 
현대미술센터(푸그 레 죠, 프랑스, 2010), 
에스파스 퀴글러(제네바, 스위스, 2011), 
대안공간 루프(서울, 2011), 사루비아 다방
(서울, 2012) 등에서 가졌고, 
광주시립미술관(광주, 2014), 토탈미술관
(서울, 2014), 뉘 블랑쉬(파리, 2013), 
하이트 컬렉션(서울, 2013), 리용 
현대미술관(리용, 프랑스, 2008) 등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양한 그룹전에 
참가했으며 파리, 모스크바, 제네바, 
서울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제인 진 카이젠

제인 진 카이젠(한국 제주 태생, 1980년 
덴마크로 입양)은 비디오 설치작품, 영화, 
사진, 퍼포먼스, 텍스트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한다. 카이젠은 UCLA에서 
순수예술 석사를, 덴마크 로열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에서 미술 이론 및 
미디어아트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휘트니 
미술관의 인디펜던트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인 진 카이젠은 제 58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베니스, 2019), 제 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베를린, 2018)와 
세계문화의 집(베를린, 2017), 오르후스 
현대미술센터(오르후스, 덴마크, 2017), 
서울시립미술관(서울, 2017), 삼성미술관 
리움(서울, 2016), 아시아문화전당(광주, 
2015) 등 전세계 각지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이 외에도 리버풀 비엔날레
(리버풀, 영국, 2012), 파라사이트(홍콩, 
2017), 가나아트 뉴욕(뉴욕, 미국, 2008), 
말뫼 미술관(말뫼, 스웨덴, 2013), 
타운하우스 갤러리(카이로, 2012)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함경아

함경아(1966년 서울 출생)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평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작업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의 틈을 
파고든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함경아» 
(페이스 갤러리, 홍콩, 2018), «유령의 
발자국»(카를리에 게바우어 갤러리, 
베를린, 2017), «유령의 발자국»(국제 
갤러리, 서울, 2015), «욕망과 마취», 
(아트선재센터, 서울, 2009) 등이 있으며, 
«Material Connection»(제인 롬바드 
갤러리, 뉴욕, 미국, 2017), «Asian 
Corridor, Culture City in East Asia 
2017»(교토아트센터 & 니조 성, 교토, 
일본, 2017), «올해의 작가상 201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6), «타이페이 
비엔날레»(타이페이국립미술관, 타이페이, 
2016), «제5회 광저우 비엔날레»(광둥 
미술관, 광저우, 중국, 2015), «교감»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2014) 등 다수의 
국제 전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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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ung Kim, Artistic Director

Sunjung Kim is artistic director of 
the REAL DMZ PROJECT. She was 
chief curator and deputy director 
(1993-2004) and director (2016-
2017) of the Art Sonje Center in 
Seoul, where she curated 
numerous exhibitions, including 
solo exhibitions of Haegue Yang 
(2010), Abraham Cruzvillegas 
(2015), Francis Alÿs (2018) and 
Chen Chieh-Jen (2020). She was 
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for the 51st Venice 
Biennale (2005), artistic director 
of Platform Seoul (2006-2010), 
artistic director of Media City 
Seoul (2010), a co-artistic director 
of the 9th Gwangju Biennale 
(2012), artistic director of the ACC 
Archive & Research at Asia Culture 
Center (2014-2015), and president 
of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2017-2021). 

Youmi Lee, Director, National 
Sejong Arboretum

Director Youmi Le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hairperson of 
Sejong National Arboretum,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Committe. In 
February 1985, s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earned a master’s degree in 1987 
and a doctorate in plant 
classification in the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in 1992. In 1994, 
she began her career as a forestry 
researcher at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opening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She started 
as a researcher and has been 
striving to lay the foundation for 
Korean plant research, such as 
organizing Korean plant names, 
preserving rare plants, and 
planting sit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as named the 9th 
and 10th Director of Korea 
National Arboretum. There are 
about 20 representative books 
and about 100 research papers.

Sung Kyung Kim,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 KIM Sung Kyung currently 
works as an Associate Professor 
and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rth-South Korea Mind 
Integration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he also 
works as editor-in-chief in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a Korean 
Citation Index Journal (KCI) issued 
by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Kim received her Ph.D. 
in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Essex in the UK and previously 
served as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 
senior visiting fellow in Asia 
Research Institute (ARI)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She is a member of the 
Peace and Prosperity Division i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Planning and a board 
member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OK. Her research 
interests are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North Korean 
mobility; Sociology of emotion and 
affect; cultural geography, and 
cultural studies. Recent 
publications are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studies, Asian 
mobility, migration studies, and 
cultural industry.

Jessica Jiin Lim, 
Assistant Curator

Jessica Jiin Lim obtained a degree 
in Art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Sydney and completed a 
master’s degree in Art History at 
Ewha Womans University. While 
working at the Gwangju Biennale 
(2019–2021), she worked on 
commissioned works, executing 
exhibitions, and construction of 
the 13th Gwangju Biennale Minds 
Rising, Spirits Tuning (2021). Since 
2021, she has been working as an 
assistant curator for Space for 
Contemporary and is assisting in 
curating the REAL DMZ PROJECT 
Negotiating Borders (2021).

김선정, 예술감독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인 
김선정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아트선재센터의 부관장 및 수석 큐레이터, 
2016년부터 2017까지는 관장을 
역임하였다. 양혜규(2010), 아브라암 
크루스비예가스(2015), 프란시스 알리스
(2018), 천제런(2020)의 국내 개인전을 
기획했다. 2005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의 
커미셔너로 한국관을 기획했고 플랫폼 
서울(예술감독, 2006–2010), 제6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예술감독, 
2010), 제9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공동감독, 2012), 아시아문화개발원 
문화정보원(예술감독, 2014–2015)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활동을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광주비엔날레의 대표직을 맡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현 국립세종수목원장(Chairperson of 
Sejong National Arboretum)이자 
문화재위원(Cultural Heritage 
Committee), 한국유네스코 위원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Commitee)으로 재직 중이다. 
1985년 2월에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에 동 대학원 석사를, 
1992년에 동 대학원 산림자원학과 
식물분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4년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 
임업연구사로 공직에 발을 들여 국립수목원
(Korea National Arboretum)이 
개원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해 우리나라 식물명의 
정리, 희귀 식물 보전, 한반도 식물지 사업 
등 우리나라 식물 연구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해왔으며, 국립수목원 9대, 10대 
원장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 20여 권이 
있으며, 100여편의 연구논문이 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김성경 교수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SSK 
북한마음통합센터의 소장을 겸한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심연북한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현대북한연구>의 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성공회대학교 HK 
연구교수, 싱가폴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방문연구원과 사회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을 거쳤다.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며, 
통일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북한 사회문화, 북한주민의 
이동, 감정과 정동 사회학, 문화지리학 
문화연구 등이며, 국내외 학술지에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임지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임지인은 시드니대학교에서 미술사 학위를 
취득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재)광주비엔날레
(2019–2021)에 근무하며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2021)의 신작 제작, 전시 실행, 
공간 조성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2021년부터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아트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재직 중으로 리얼디엠지프로젝트 
«경계협상»(2021) 기획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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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raveling Korean Arts,’ 
Korea’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FIC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im to exp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recognition of Korea’s culture and 
arts programs at overseas.

By cooperating with cultural arts 
institutions and cultural centers 
abroad, ‘Traveling Korean Arts’ 
presents a worldwide tour of 
Korea’s best a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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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Traveling Korean Arts)’
를 통해 해외에 한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알리고 국제 교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Traveling 
Korean Arts)’는 해외의 문화예술 기관 
및 문화 센터와 협업을 함으로써 한국 
최고의 예술 프로그램들을 전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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