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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린느 뉘복 베이 

디렉터, 니콜라이 쿤스트홀, 코펜하겐 

 

전시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은 2018년 가을, 김인선 전시기획자와의 한국 여행으로 부 

터 출발하였다. “고래들에게둘러싸인 새우”는 한국이 거대한 힘을 과시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에 지리적으로 끼어있는 그들 스스로를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다. 한국과 덴마크 두 국가 모두 대 

륙과 섬들 가운데의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덴마크에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 많은 산이 없는 평지인 나라라는 전혀 다른 차이도 있다.  

 

이 두 국가의 문화 간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솝 우화를 참고로 한 제목의 

이 전시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의 목적은 아니다. 이 전시는 지금의 한국 시각예술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작금의 한국이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으로 가장 잘 알려지긴 하였지만, 그 자체의 예술 씬 

또한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전시에 참여한 10팀의 작가들은 대부분 비교적 젊은 작가들로 

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작업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면서도 자율적 전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관객은 이 예술가들이 존경스러울만큼 열정적 작업 과정을 실행 

하면서 주어진 주제와 개념에 대해 집중하고 탐구하는 헌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한국에 대한 가장 주목할만한 주제는 한국의 남북 경계선이다. 통일 국가로의 강한 

염원과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1948년 이후 수많은 이산 가족을 만들어낸 분단국가로서의 

긴장과 그리움이 예술에 반영된다. 권하윤 작가의 작업인 〈489년-2016〉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 

무장지대를 수색했던 어느 군인의 감정이 반영되었다. 우리는 이 군인의 물리적 관찰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섬뜩한 상황 속에서의 그의 심정이 이 작업 속에서 선명하게 전달된다. 그것은 멀 

리서 바라보았을 때 마치 꿈을 꾸듯 드러난 현실이다. 마치 아름답고 로맨틱한 꿈으로부터 남겨 

진 여운처럼 다가오는 초현실같은 현실인 것이다. 

 

전시 〈토끼가 거북이로 변신하는 방법〉 은 누군가의 속도로 인하여 이기고 지는 경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예술에 의해 전달되는 경험의 현실로의 파편들을 제시한다. 이 전시는 한국의 현재,  

과거, 미학 그리고 문화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토끼, 거북이일수도, 새우 그리고 고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