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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Redefinition of Meanings1. The Snailman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는 유망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젊은 예

술가의 창작 욕구를 고취해 지역 미술을 진흥하고자, 젊고 유망한 청년 작가를 엄선하여 전시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진 작가는 오브제 미학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소재를 수집,발굴해 ‘의미의 유무’에 대한 생각을 다양한 방법

으로 구체화하는 작가입니다.

 <섬에 대한 작가의 관점 >이라는 이번 작업은 ‘물리적 장소인 섬과 정신적 장소인 섬’을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하여 ‘그곳에서의 흔적들을 객관적으로 펼쳐 놓음으로써, 관객들이 타인도 나와 같다는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의 

섬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체적 욕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삶의 편린들이 관찰자의 시선의 틀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는 일상 속 환상의 사물이 아닌, 타인의 입장

에서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닌, 타자의 관점에서 생각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

여, 사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독창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선택하고, 이를 미술작품으로 전환한 정진 작가의 설치작업을 통하여, 사물

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케 하고, 지역 미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참신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경모/ 예술공간 이아 센터장

인사의 글



작가의 글

달팽이 인간 (The Snailman).
이것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다.

지금의 작가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시는, 
올해 8월 ‘제주문화재단,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린 동명의 개인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의미있는 것들’에 갖혀, 
사회 안에서 상처받는, 섬세한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것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며, 내면에 껍데기를 품도록 진화한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인이 선물한 달팽이를 보며, 여러장의 노트들을 적었고, 그 짧고 긴 글들을 작업으로 완성하였다.
주변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고,(이 두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을 글로 적고, 그 글을 시각 혹은 공감각적으로 풀어낸다.

작업의 프로세스는 전과 같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달팽이 인간(2018)’ 개인전을 준비하며, 작가명을 ‘정진’으로 개명하였다 
- 2017년까지의 자신과 구분짓고 싶어서였다.

작가는 한 인간이 진정 작가가 되기까지, 여러 개의 열쇠를 찾는 과정이 필연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첫번째 열쇠로 문을 열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저’ 열었다.

이제부터의 고민과 작업들이 앞으로의 작업(그리고, 작가의 행보자체)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것을 직감한다.
작가의 오른 손을 석고로 본뜬, <달팽이 인간>.
이것은 그저 시작이다. 
‘정진’이라는 사람에게, 작가로서의 첫번째 열쇠를 쥐어준 ‘그’를 위해, 
그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고, 그가 하려는 이야기를 대변 할 수 있는 작업에 매진하려 한다.

작가  정 진





The Snailman
달팽이 인간

2018



2018



달팽이 인간
The Snailman

: 타인에 의해 가치가 정해져버린 사회 속에서,
견고하지 못한 개인이 느껴야만하는 감정들.
: 그것들을 숨기고 짊어지며 사는 사람들.

* 달팽이 인간의 껍질 = 
은신처, 섬, 집, 무덤, 알, 자궁...

* the shell of the snailman = 
shelter, island, home, grave, egg, womb...



달팽이 인간              

달팽이는 모래 위에 살 수 없다. 
그러니, 나아간다.

이곳이 아닌 곳, 
그것이면 족하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니,
상냥한 악의인지,
잔인한 선의인지, 알 수 없다.

각자의 섬 안에서
예민한 촉수를 더듬거리는 사람들.
그들은 교미하지 않고 알을 낳는다.
알에는 생명이 없다.
다만, 감정이 있을 뿐.
그것은 나의 집이며 위로이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위한 무덤이다.

달팽이 인간.
그들은 붉고, 사납고, 서럽다.

그들은 섬을 찾는다.
그들은 섬을 짊어진다.
텅빈 화려 속에 은둔한다.

섬에는
작고 하얀 아이가 웅크리고
버려진 것들을, 굳이
새로이 복제한다.

완벽히 홀로인 곳에서 
나는 또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현실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나만의 시공간을 약속받는다.

작업은, 
지인이 선물한 달팽이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것이 탐탁치 않았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에 대한 중압감이 첫번째,
딱딱한 껍질과 징그러운 근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두번째였다.
하지만, 그것을 키우며, 또 자연스레 관찰하며, 
달팽이가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과 주변인을 책임져야한다는 중압감을 
항시, 몸과 마음 숨을 곳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으로 회피하는 듯 보이지만,
그 것이 있어, 다시 현실로 돌아 올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듯도 보였다.

현실에 대한 거부감과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지닐 수 있게 진화하여 살아남은 듯 했다.
왜 인지, 그것은 나와 닮았다.

달팽이를 보며 짧은 글들을 적었고,
이 시 같은 낙서가, 
제주문화재단 이아 갤러리에서 2018년에 열린 개인전을 있게 했다.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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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nail can’t live on the sand.
Therefore, they move on.

Here is not here. 
Here is not where I belong to.

The reality is not a fairy tale. 
It is hard to know 
if they bear ill will or good faith.

The people groping their sensitive tentacles
in there own houses. 
They lay eggs without mating
and there are no lives in there,
but emotions.
It is my home and consolation.
It is my grave for everything inside me, myself.

The snailman.
They are red, fierce, and sad.

They visit an island.
They carry it.
They hide in the empty splendor.

In the island, 
there is a small and white child curling up.
It reproduces discarded emotions 
again and again.

Where I stand finally alone,
I must be reborn.

We offer the reality our precious things 
and we’re promised our own space and ti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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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1.

6-2.

7.

8.

9.

10.

The Snailman

It all started from the gift which was one of my friends gave me - a snail.
The snail was an unwelcome creature in my house.
This is because I always felt a sense of oppression 
under the burden of taking care of living things; and besides, 
I was repulsed by its grossy muscle inside the hard shell.
However, while I rased and observed it, 
I felt that it resembled me.

Because of the shell on its back, it looked like it evades the fact that it has to take 
care of its valuable things and itself from the outside; however, in fact, 
it may come back to the reality because it can recharge itself inside its own shelter.

It seems like it evolved toward having both 
repulsion and responsibility on the reality; finally, survied.
It looks just like me.

I wrote some memos about the snail,
and the doodling brought me the solo exhibition 
at Art Space IAA (Jeju Cultural Foundation) in 2018.

2018. Aug.

Jung,  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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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는 모래 위에 살 수 없다. 
그러니, 나아간다.

The snail can’t live on the sand.
Therefore, they move on. 

2018 | 가변설치 | 모래, 탁자, 인공 점토
2018 | installation | sand, table, artificial clay

The snail can’t live on sand.
달팽이는 모래 위에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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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아닌 곳. 그것이면 족하다.

Here is not here. 
Here is not where I belong to. 

 
: 작업에 사용된 그물들은
생명체를 가두고 묶어, 정해놓은 공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쓰이거나,
공간을 정해놓고, 그 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쓰이던 물건들이다.

모두 실제로 사용되었던 그물로 
닭을 가두거나, 야생동물로부터  밭을 보호하는데 쓰였었다.

2018 | 가변설치 | 사용했던 그물, 인공 점토
2018 | installation | usded nets, artificial clay

Here is not here
이곳이 아닌 곳









3

현실은 동화가 아니니,
상냥한 악의인지,
잔인한 선의인지, 알 수 없다.

The reality is not a fairy tale. 
It is hard to know 
if they bear ill will or good faith.

: 멍하니 터벅터벅 걷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신기루 같던 동아줄.

저 줄을 메고, 죽으라는 건지, 
저 줄을 잡고, 살라는 건지...

: 어머니의 암이 재발한 것과,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은 같은 시기였다.

길 한복판에 뜬금없이 걸려있던 동아줄을 보고
집에와 끄적였던 것이 작업의 시작이 되었다.

2016-2018 | 가변설치 | 영상, 동아줄
2016-2018 | installation | video clip, rope

The rope
저 동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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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섬 안에서

예민한 촉수를 더듬거리는 사람들.

그들은 교미하지 않고 알을 낳는다. 

알에는 생명이 없다. 

다만, 감정이 있을 뿐.

그것은 나의 집이며 위로이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위한, 무덤이다.

The people groping their sensitive tentacles

in there own houses. 

They lay eggs without mating

and there are no lives in there,

but emotions.

It is my home and consolation.

It is my grave for everything inside me.

2018 | 가변설치 | 혼합재료
2018 | installation | mixed media

The shell is my house and grave
그 껍질은 집이자 무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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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인간
그들은 붉고, 사납고, 서럽다.

The snailman.
They are red, fierce, and sad.

: 사회는 가혹하고, 그들은 가엽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숨을 곳이 필요하다.
충분히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 할,
그런 곳이 필요하다.

2018 | 조각 | 석고, 인조 점토
2018 | statue | plaster, artificial clay

the snailman 
달팽이 인간 





6-1

그들은 섬을 찾는다.
그들은 섬을 짊어진다.

They visit an island.
They carry it.

: 모든 여행이 그러하듯, 여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되지 못한다.
그저,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게 한다.

작가에게 섬이란, 
무엇을 하게하고, 무엇을 되게 할 채비를 하는 곳이다.
몸이 가는 휴양의 섬이자, 
마음이 가는 준비의 섬이다.
제주도가, 특히 그렇다.

: 작업에 쓰인 재료들은, 
작가가 여러차례의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사고, 먹고, 쓰고, 버린 것들이다.
이것들을 줍고, 모으고,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전시장에 단지 늘어놓음으로써 작업화하였다. 

섬에서 작가는,
버려진 것도 새로이 하는 마음을 얻어온다.

2017-2018 | 가변설치 | 테이프, 작가가 제주도에서 쓰고 버린 것들
2017-2018 | installation | tape, wasted things from the artist in jeju island

The island
그, 섬





6-2

텅빈 화려 속에 은둔한다.

They hide in the empty splendor. 

: 몸 이가는 섬은 현실의 공간이나, 
마음이 가는 섬은 가상의 공간이다.

한 없이 평안한 마음의 섬은 양날의 칼과 같아,
자신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것이다.

2018 | 가변설치 | 마네킹,미러볼,인공 점토
2018 | installation | mannequin, mirror ball, artificial clay

The island - inside
섬 - 인사이드 









7

섬에는 
작고 하얀 아이가 웅크리고 

In the island,  
there is a small and white child curling up. 

: 아이는 이 이불 위에서
아침이면 눈을 뜨고, 장난감을 굴리고,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빨았을 것이다.
밤마다 자장가를 들으며,
어른들은 알 수 없는 꿈도 꾸었을 것이다.

섬에는 아직
하얀 아이가 웅크리고,
내 안에 나를 응시한다.
아이는 소리내는 법이 없다.
다만, 울고 웃는다.

: 아이는 Child이기도, I (myself)이기도 하다.

: 작업에 사용된 담요는, 작가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끔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8 | 가변설치 | 작가가 태어나면서 부터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담요, 인공 점토, 종이 보드, 풍선
2018 | installation | the blanket which the artist’s been using from birth till now, artificial clay, paper board, balloon

A white child
하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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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것들을, 굳이,

새로이 복제한다.

It reproduces discarded emotions 

again and again. 

2017-2018 | 가변설치 | 석고, 인형, 천
2017-2018 | installation | plaster, doll, fabric

Lost 2018
(잃어)버린 것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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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홀로인 곳에서

나는 또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Where I stand finally alone, 

I must be reborn.

2016-2018 | 가변설치 | 영상,천
2016-2018 | installation | video clip,fabric

In the pink 2018
인 더 핑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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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나만의 시공간을 약속받는다.

We offer the reality our precious things 

and we’re promised our own space and time.

: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다. 

그것은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안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쟁취하는 것이었다.

평안을 위해, 혼돈 속에 살아야 하는 나는,

달팽이 인간이다.

: 작업은 작가의 머리카락 위에 놓여진 달팽이와 그 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가 몇 년간 공들여 길렀던 머리카락은 작가의 소중한 것을 대변한다.

2018 | 가변설치 | 작가의 머리카락, 인조 점토
2018 | installation | artist’s hair, artificial clay

The Price for Peace
평안의 대가 (代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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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에게 흼은, 
그 대상의 경중과 상관없이,  
현재, 자신의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잊혀진 것, 지워진 것, 잃어버린 것들로, 
<꿈, 삶, 물건, 사람, 감정 등>을 포함한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상태의 ‘없음’이고,
버렸다는 것은, 의지를 가진 상태의 ‘없음’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현재 내게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꿈, 삶, 물건, 사람, 감정들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남에 새하얗게 잊고만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들은 무의미한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현실세계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깊은 곳 어딘가에 유기되어 있는 것일까? 

작업은, 
작가에게 <꿈, 삶, 물건, 사람, 감정, 잊혀짐, (잃어)버림>이라는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아기인형을 사용하였다.
조각들은 모두 49개이며, 
이는 망자(亡者)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남은 자들의 바람인 49재(四十九齋)를 뜻한다.

작가의 말 중,
2017 전주문화재단, 팔복아트공장 전시의 일부

2017 | 가변설치 | 석고
2017 | installation | plaster

전주문화재단, 팔복 아트 공장 
JeonJu Cultural Foundation, PalBok Art factory 

Lost 2017
(잃어)버린 것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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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씬

검정의 그리드는 바닥에서 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땅에 버려진 물건들을 갤러리 벽면으로 옮겨,
사람들로 하여금 버려진 것들을, 
예술의 눈으로 새롭게,  <의미있게>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것들은 무한히 팽창하는 시공간의 모서리
(The Corner of infinitely expanding Time and Space)에 놓이게 된다.
그리드의 끝은 자르지 않고  테이프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는 무한한 확장의 의미이다.
끝임없이, 무의미하게 버려진 사물들과 감정들에게 의미를 찾아주려는 
작가의 의지이다.

레지던시를 위해, 울산으로 간 첫 날.
작가는 산책 중에 무너진 폐가를 보게된다.
버려진 것, 방치된 것, 잊혀진 것.
그리고 그것들은 무너진 집과 함께
더러운 어떤 것이 되어 나뒹굴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없는 것들>인 것이다.
 
작가는 이것들을 하나 둘 모으고, 각자의 방(그리드)을 만들어 안치하였다.
쓰레기들은 갤러리에서 자리를 잡고, 보는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작업은, 전시가 끝나고 이 물건들이 모두 있던 곳(폐가)으로 돌아가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작가의 말 중,
2017  염포예술창작소  전시의 일부

2016 | 가변설치 | 폐가에서 주운 물건들, 테이프, 비디오 클립
2016 | installation | abandonded objects on a deserted house, tape, video clip

울산 염포예술창작소
Ulsan YeomPo Art Residency 

the scene









무진기행(1964)에서 주인공은,
쓸쓸함이란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 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 버린 사어같은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쓸쓸했고, 무진을 여행했다. 
예나 지금이나, 타인의 쓸쓸함은 하찮고, 나의 것은 심해(深海)이다.

‘본인 조차도 무어라 정의하기 힘든 감정, 혹은 그저 내버려둔 감정들
그것을 쓸쓸함, 외로움, 고독함 등의 이름을 붙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작업은, Q & A의 형식을 하고 있다
 
인터뷰 중에 사람들이 들려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하나의 목판에 새겼다. 
작가에게 나무는 인간과 가장 닮은 재료이다. 
그것에 외로움을 각인시키는 행위는, 마음에 외로움을 새기는 행위와 같다.
외로움이 든 자리는, 조각칼로 베이듯 아리고, 
외로움이 난 자리는,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남았다.
마음을 새기고 남은 찌꺼기들을 그저 버릴 수 없어, 
그것들을 고이 모아 봉투에 담고, 
그 ‘마음의 주인’ 이름을 써놓은 봉투에 담았다. 
목판은 탑이 되고, 마음들은 글이 되고, 
마음의 부스러기들은 봉인되었다.

외로움이 새겨진 목판에 빛을 비추어 생긴 그림자를
테이프로 표시해 남겨두었다. 
외로움의 그림자가 슬퍼서였다.

작가의 말 중,
2017  부천문화재단 전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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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변설치 + 퍼포먼스 | 조각된 목판, 조각하며 생긴 목판 부스러기, 테이프
2017 | installation + performance | carbed wood, wood dust, tape

부천문화재단, 복사골 갤러리
Bucheon Cultural Foundation, Boksagol Gallery

remained emotions
남겨진 감정들





작가의 작업에서 핑크는 자궁을 의미한다.   
이 공간은 생명을 담는 주머니로 
바깥 세상과의 단절이자, 동시에 통로이다.

사람들은 태아에게, 진실된 세계란 자궁 ‘밖’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정한 세계’일까? 
우리는 태아처럼, 또 다른 자궁 속에 사는 것은 아닐까?

갓 태어난 생명을 보며, 머리 속으로 가슴 속으로 
수 없이 끄적이던 낙서였다. 

작가의 말 중,
2017 전주문화재단, 팔복아트공장 전시의 일부

2016-2018 | 가변설치 | 영상,천
2016-2018 | installation | video clip,fabric

전주문화재단 & 한국디자인 진흥원 
JeonJu Cultural Foundation 
&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In the pink 2017 & 2016
인 더 핑크 2017 & 2016

 * 비디오를 천 안에 가지고 들어가, 스스로를 찍은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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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가변설치 | 혼합재료
2015 | installation | mixed media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수호 갤러리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 SooHoh Gallery

The most Beautiful, yet Scary
아름답고, 잔인한

비어있는 프레임, 하얗고 하얀 석고 토르소.
이것이 갓난 아기와도 같이 느껴진다.
프레임 안에 무엇이 그려질지,
얼굴없이 새하얀 토르소가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는
나와 나를 둘러싼 이들이 결정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얏게 태어났지만,
 모두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다.

 가장 아름답고, 잔인한 존재...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시작한 작업이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보통의 존재.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생명체.
치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답고,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외롭고 잔인한...

작가의 말 중,
2015  예술의 전당 & 수호 갤러리 전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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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책에 대해 토론하는 중이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의 입 속에서 실 같은 것이 나와
상대방의 머리에 박힌다. 심장에 박힌다.
그것은 서로의 이성과 감정을 꿰매듯이 움직인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고,
시간과 비례한 무수한 실들이 서로의 머리와 심장에 얽히고 설켜있다.
누군가 일어난다.
실들이 예리하게 잘려나간다.
대화는 끝이 났다.
흔적들이 남아 흔들린다.

작가의 말 중,
2013-2014  서울 예술의 전당, 성남 아트센터, 갤러리 한, 전시의 일부

2013-2014 | 가변설치 | 혼합재료
2013-2014 | installation | mixed media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The way they talk
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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