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1+15)*3의 아해들-유은주 개인전 
The Children of (13+11+15)*3-E.J.Hitchcock-Yoo solo show 

전시기간: 2016년 10월 13일(목) - 11월 6일(일) 
오프닝 & 퍼포먼스: 2016년 10월 13일 (목)오후 5시 

부대행사: 작가와의 대화 & 퍼포먼스 11월 6일 (일)오후 2시 
전시장소: 한미갤러리-서울 
기획: Space_바 421 +10AAA 

주최: 한미갤러리 

 
. 제 1골목, 싱글채널영상, 5분, 2015 

 
<한미갤러리-서울>에서는 프로젝트 그룹 <10AAA>, <스페이스 바421>와 함께 영국에서 활동중인 작가 유은주 
(E.J. Hichicock-Yoo)작가의 전시 주최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전시에서는 이상 시인의 시 ‘오감도’를 
시각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퍼포먼스와 이를 담은 비디오 영상으로 구성하였다. 한미갤러리-서울에서 상영될 3가지 
(제1골목, 제2골목, 제3골목) 이 상영되며 이상의 시를 바탕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공유할 수 있는 도시민의 정서를 
시와 공간과 건축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은주 작가의 <골목:13 아해들(2015)>’ 은 런던 해크니 골목에서 2015 년부터 시작하여 진행 중인 작업으로, 
1934년 조선 중앙일보에서 연재되다 중단된 한국의 천재 시인 이상(李箱)의 ‘오감도(烏瞰圖)’ 제 1호 시의 구조와 
시상을 런던 해크니 골목 공간에서 행한 퍼포먼스와 결합시켜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13인의아해(兒孩)가도 
로로질주하오’ 로 시작하는 이 시의 주된 모티브로 쓰이는 13이라는 숫자는 무수의 상징이되기도, 불길한 숫자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고 해석된다. 이 시의 반복의 기법에 대해 ‘시라는 단순한 문자예술을 시, 공간예술로 확대 
하려는 시도’ 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시의 공간적 배경, 건축적 구조와 주요한 심상에 담겨져 있는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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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존재의 모호함, 그리고 불명확한 결말은 당시 일제의 식민과 전쟁, 가파른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항감을 잃은 도시의 무기력한 군중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80 여넌 전인 1930 년대 
쓰여졌지만, 현재에도 그러한 모호함에 대한 불안한 도시민의 정서는 다르지 않게 대입된다. 유은주 작가는 
‘오감도’ 시상의 공간과 유사한 골목길에서 4 주간, 공간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안무한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 중 13 개의 비디오를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재구성하였고, 한미갤러리 공간 3 개의 벽면에 각각 
프로젝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객과 즉흥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작품이다.  
유은주 작가는 직접 즉흥 안무를 연출하면서 공간의 건축적 구조, 사물, 표면의 질감, 시간(빛), 분위기, 날씨와 
공간의 이용자들(보행자와 거주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시에 등장하는 아해들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영상속에서의 인물들의 움직임은 아이들의 목적없는 놀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시들 
문장의 집합을 마치 탑 모양처럼 인식하고 도시 건축의 특성과 함께 재해석하였다. 작업의 마지막 결과물에서는 
관객이 즉흥적으로 공연에 참여해 움직이게 된다. 이 때, 관객이 참여를 시작하는 지점, 방향, 범위, 속도 등에 대한 
안내를 영상을 통해 하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은 필요에 따라 
분할되어 공연 장소에 상영될 수도 있고, 여러개의 채널로 확장될 수도 있다. 영상과 공연에 사용되는 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읽어 음악적 효과를 낸 것이다.  

  
 
 
 
 
 
 
 

 
 
 

거리퍼포먼스 워크숍, 마르세이유, 2015                                          거리퍼포먼스 워크숍, 마르세이유, 2014 
전시 오프닝 10 월 13 일 당일에 작가는 한미갤러리 주변에서 시작하는 골목 퍼포먼스를 계획 중이며 , 전시 
마지막날 11월 6일 일요일에도 한미갤러리 주변 골목에서 시작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전시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상의 시를 영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유은주 작가의 퍼포먼스를 다시 시가 쓰여진 
한국에서 갤러리에서 선보임으로 시에 대한 작가의새로운 시각적 해석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관객에게 
선보이게 될 것이다.  
 

유은주 작가(b.1979)는 2005년 부터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영국 브라이튼 대학에서 독립프로젝트로 MA를 마쳤다. 이후  2009년 ‘아타타 우타타’, 사루비아 다방, 2010년 인사아트 
스페이스에서의 ‘Such Great Battles’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09 년 영국 포츠머스의 Aspex 에서 ‘Emergency4’. 일봉 
요코하마의 국제 예술과 미디어 페스티벌 ‘CREAM’ 과 서울대학교 미술관 에서 열린 2013년 ‘No Comment’ 전 등 다수의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 하였다.  최근 2016 년 서울 ‘거리예술제’프로젝트에 참여 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골목들에 관한 
퍼포먼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영국의 유명 방송채널 Channel4 에서 실시한 ‘4Talent Award’ 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6 년 영국 BBC ‘SouthEast Untold’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12 년 일본의 ‘Arcus Project’ 
레지던시, 2010 년 한국 현대무용협회의 레지던시, 2009 년 인천 아트 플랫폼의 파일럿 프로그램 레지던시에도 선정되어 
참여하였다. (www.hitchcock-yoo.com) 

 

Space_바 421(대표 곽혜영)은 현대미술작가(우리, 신기운, 임도원, 하석준)와 Production Manager(서승옥) 그리고 2 명의 기획자(곽혜영, 
송요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예술공간이다. 예술가의 삶과 작업공간의 고민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양한 국제교류프로젝트와 도시와 
사람,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기술과 노동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협업한다. 현재 임도원 작가가 제작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예술적활용과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예술과 재난_강제욱 기획)이며 공간이 위치한 세운상가중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예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www.facebook.com/space.ba421 |  www.spaceba.org 

10AAA(대표_송요비)는 런던과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이들의 모임으로서 역량 있는 예술인(Creative Person; 
이론가, 기획자, 작가, 번역가, 과학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하고 실현하는 데 설립의 목적이 있다. 예술 
분야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문화적 다리(cultural bridge)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www.facebook.com/10aaa | www.10aa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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