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Climate Museum: Life and Death of 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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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사목 1>, 백두대간 함백산지구 정암사
전나무 숲에서, 2020년 11월 고사
Dead Tree 1, From the Jeong Am Temple
needle pine forest in the Mt. Hambaek District,
Great Baekdu Range, Perished November
2020.
2. 제시카 플럼, <기후변화의 초상: 사운드>,
2010, 태양열 사운드 설치, 2분 16초
Jessica Plumb, Climate Change: An Intimate
Portrait: Sound, 2010, Solar-powered sound
installation, 2:16min.
3. 이동용, <B-플렉스>, 2021, 혼합재료,
가변설치
Dong Yong Lee, B-Plex, 2021,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4. 기후미술관 윈도우, 2021
Windows to Climate Museum, 2021.
5. <고사목 2>,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금강 소나무, 2017년과 2020년 사이 고사
추정
Dead Tree 2, Geumgang Pine from the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Area,
Uljin, Perished ca. 2017 and 2020.
6. <인공물질 vs. 생체물질>, 2020,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Human-Made Mass vs Living Biomass, 2020,
Infographic on scrap paper.
7. 최혜정 + <집의 체계> 연구진, <재료와
사물의 지도>, 2021,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Helen Hejung Choi + House as Assemblage
Research Team, Map of Materials and Things,
2021, Infographic on scrap paper.
8. 윤수연, <정선 시멘트 채굴장>, 2021,
사진, 이면지 인쇄, 가변설치
Suyeon Yun, Jeongseon Cement Mining
Quarry, 2021, Photography, printed on scrap
paper, Dimensions variable.
9. <연간 척추동물 멸종 누적 비율>, 2019,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Extinctions since 1500 + IUCN Red List, 2019,
Infographic on scrap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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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서류 박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Amphibians Taxidermy,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11. 곤충류 표본, 연도 추정불가,
나비, 나방, 딱정벌레, 비단벌레.
건조표본, 41.3×48.4×20cm(×16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Insect Specimens, Dates unknown, Butterfly,
Moth, Beetles, Jewel Beetles dry specimens,
41.3×48.4×20cm(×15 pieces),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12. 스티로폼 잉고트, 2021, 각 30×35cm,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제공
EPS Ingots, 2021, each 30×35cm, Gangbuk
Recyclable Wastes Screening and Process
Facility.
13. 알루미늄 압축 큐브, 2021, 100×150×
60cm,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제공
Block Pressed Aluminium Cans, 2021,
100×150×60cm, Gangbuk Recyclable Wastes
Screening and Process Facility.
14. <멸종위기 산양>, 2010, 박제,
120×60×100cm, 녹색연합 소장Endangered
Mountain Goat, 2010, Taxidermy,
120×60×100cm, Collection of Green Korea.
15. 한나 융, <폭포를 문명화 하는 방법>,
201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분3초
Hanna Ljungh, How to Civilize a Waterfall,
2010,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4:03min.
16. <동해 창포리 바다 사막화 현상>, 2015,
수중 촬영, 5분37초,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Changpo-ri, Ocean Desertification in the East
Sea, 2015, Underwater video, 5:37min.,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17. <북극곰>, 2010, 박제, 70×190×
95cm,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Polar Bear - Ursus maritimus, 2010,
Taxidermy, 70×190×95cm,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4. 이성민, <우리가. 있는 곳에. 나무가.>,
2021, 3채널 비디오, DCP, 실험
도큐멘터리, 21분
Lee Sung Min, We are. Here. Where Trees are,
2021, Three-channel video, DCP, experimental
documentary, 21:00min.

18. <시멘트 채굴장>, 2021, 항공 촬영,
1분7초, 녹색연합 제공
Mining Cement, 2021, Aerial film, 1:07min.,
Green Korea.

25. 강난형 + <집의 체계> 연구진, <짓는
집의 사물: 1916-2005>, 2021,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Nanhyoung Kang + House as Assemblage
Research Team, Things to Build a House:
1916–2005, 2021, Infographic on scrap paper.

19. 제시카 플럼, <기후변화: 친밀한
초상화>, 201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분16초
Jessica Plumb, Climate Change: An Intimate
Portrait, 2010,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2:16min.
20. 칼레드 라마단, <까마귀 vs. 플라스틱>,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2분38초
Khaled Ramadan, Crow vs. Plastic, 2020,
Single channel video, color, 2:38min.
21. 알프레도 야르, <지리=전쟁>, 1991,
라이트박스, 아크릴판에 부착된 컬러
슬라이드, 55갤런 철재 드럼통, 물, 가변설치
Alfredo Jaar, Geography=War, 1991, Color
transparencies face-mounted to acrylic in
light boxes, 55-gallon metal barrels, water,
Dimensions variable.
22. 윤수연, <오늘의 Zip>, 2021, 영상,
1분10초
Suyeon Yun, Today’s Zip, 2021, Motion
graphics, 1:10min.
23. 테크캡슐, <모든 것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짓는 집, 부수는 집>, 2021,
3D 공간 정보, 항공사진, 2채널 비디오,
10분28초
TechCapsule, Everything or Nothing: Building
and Wrecking, 2021, 3D spatial data, aerial
photography data set, two-channel video,
10:28min.

26. 김대천 + 강난형, <주택 유령: 19581983-2002>, 2021, 4채널 비디오, 3D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4분
Daecheon Kim + Nanhyoung Kang, Phantom
Houses: 1958–1983–2002, 2021, Four-channel
video, 3D computer graphics animation,
4:00min.
27. <아프리카 펭귄>, 2010, 박제,
60×40cm,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African Penguin, 2010, Taxidermy, 60×40cm,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8. <PE 플라스틱 압축 큐브>,
2021, 150×150×100cm,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제공
Block-Pressed PE Plastics, 2021,
150×150×100cm, Gangbuk Recyclable Wastes
Screening and Process Facility.
29. <세계 주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
1950-2018>,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Global Plastics Production by Types, 1950–
2018, Infographic on scrap paper.
30. 최혜정, <플라스틱 라이프>, 2021,
플라스틱 오브제, 가변설치
Helen Hejung Choi, Plastic Life, 2021, Plastic
objects, Dimensions variable.

31 <죽는 나무: 한라산 구상나무 집단 고사
현장>, 2020, 항공 촬영, 3분48초, 녹색연합
제공
Dying Tree: Abies Koreana Crisis in Mt. Halla,
2020, Aerial film, 3:48min., Green Korea.
32 서원태, <살리는 나무: 쿠부치 사막 휴먼
트리>, 2016, 드론 촬영(손상현), 2분12초
Won-tae Seo, Saving Tree: Kubuqi Desert
Human Tree, 2016, Drone operation(Son Sanghyun), 2:12min.
33. <남극의 폭포>, 2014 (2021 HD
재편집본), 항공 촬영, 1분15초, 극지연구소
제공
Antarctic Waterfall, 2014 (2021 HD re-edited),
Aerial Film, 1:15min.,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34. 이브 모셔, <만조선: 뉴욕/마이애미/
브리스톨/서울?>, 2007년부터 진행 중,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8초+
이면지에 사진, 액자 후면
Eve Mosher, High Water Line: New York/
Miami/Bristol/Seoul?, 2007–ongoing.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7:08min +
Photograph on scrap paper, back of frame.
35. 윤수연, <배송완료>, 2021, 택배 박스 위
사진 프린트, 가변설치
Suyeon Yun, Package Delivered, 2021,
Photographic print on paper packages,
Dimensions variable.
36. 홍박사, <기후미술관의 그래픽 디자인>,
2021.
hongbaksa, Graphic Design for Climate
Museum, 2021.
37. 기후 스터디 라운지
Climate Study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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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목 1>, 백두대간 함백산지구 정암사 전나무
숲에서, 2020년 11월 고사
Dead Tree 1, From the Jeong Am Temple needle pine
forest in the Mt. Hambaek District, Great Baekdu
Range, Perished November 2020.

녹색연합과 산림청의 협력으로 국립공원과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의
침엽수 고사목을 서울시립미술관의 앞마당과 로비로 옮겨왔다. 이 전나무는
백두대간 함백산 정암사에서 허락하여 이동이 가능했다. 고사목의
서식지 외 반출은 법적 절차와 병해충 확산방지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고산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침엽수 고사 현상이
2020년에는 저지대인 1,000m와 그 이하의 숲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암사 전나무 숲에서 한 때 생생했던 이 전나무가 기후스트레스로 고사한
것이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한반도의 한 단면이다.

Following strict legal procedures and guidelines preventing the spread of
disease, Green Korea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have together brought
trees recently perished in national parks and forest reserves to the Seoul
Museum of Art. In 2020, the mass decimation of conifers observed in subalpine zones began to be appear in forests at 1,000m and lower altitudes.
This needle pine, once alive in the forest of the Mt. Hambaek Jeong Am
Temple, has perished from the stress of abrupt changes in its environment.
It is but one stark sign of the presence of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고사목과 연계된 생태학적 관찰 프로그램과 추모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 ‘교육/행사’
카테고리 및 인스타그램을 참조해주세요.
Please refer to the Educational Program and Events of the Seoul
Museum of Art website and Instagram for information on the
Eco-analysis of Trees Program and Remembrance of Trees
ceremony
https://sema.seoul.go.kr/ee/soon/getSoonEe
웹사이트 ▶ 전시 ▶ 현재 전시 ▶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 연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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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플럼, <기후변화의 초상: 사운드>, 2010,
태양열 사운드 설치, 2분 16초
Jessica Plumb, Climate Change: An Intimate Portrait:
Sound, 2010, Solar-powered sound installation,
2:16min.

북극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풍경’으로 제시되어 왔다. 제시카
플럼은 빙하가 녹는 모습의 근접 영상과 일상의 물방울 소리를 병치시켜
북극을 ‘초상화’로 제시한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현재형임을 알리는 비극의 소리다. 태양열 스피커는 해가
패널을 비출 때 빙하가 녹는 소리를 송출한다. 미술관 전시실에 사운드와
함께한 영상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The North Pole is usually presented as a foreign “landscape,” unrelated to
our everyday lives. Juxtaposing the common sound of water drops with the
close up video of melting glaciers, Jessica Plumb presents the North Pole
as a “portrait.” The sound of waterdrops maybe beautiful but it is the sound
of tragedy, telling us of the presence of climate change. The solar-powered
speakers send out the sound of these water drops when the sun warms the
panels. The video plus sound work is installed within the museum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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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B-플렉스>, 2021, 혼합재료, 가변설치
Dong Yong Lee, B-Plex, 2021,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B-플렉스>는 인간의 활동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벌, 나비, 새들의 생존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올해
5월부터 이동용 작가는 미술관 옥상과 정원에 비계 구조물,
폐목재, 각종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새들이 날아와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시고, 둥지를 틀 수 있는 서식공간, 그리고
군집을 이루지 않는 고독성 야생벌의 집을 만들었다. 벌,
새, 나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옥상에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다. 대신 미술관 마당과 정원에 설치된 쌍안경, 옥상
CCTV와 연결된 미술관 창문의 모니터로 새와 벌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미술관 정원의 나무 사이사이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벌집을 찾아볼 수도 있다.
『침묵의 봄』(1962)의 저자 레이첼 카슨은
살충제와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과다사용으로 새들이
죽어가는 현상을 기록하였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봄을
경고한 것이다. 이 책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에서 DDT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독성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 또한 계속
증가했다. 최근 벌을 포함한 곤충류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지목되고 있다.
2006년을 전후로 꿀벌의 집단 폐사가 목격되기
시작했다. 생태계의 대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곤충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는 각종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곤충은
새와 다른 동물들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개체 수
파악이 어렵고, 감소의 정도를 감지하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곤충학과 생태학 분야의 연구기관들은 시민들의
관찰과 참여를 요청하는 다양한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스터디 라운지에 설치된
환경부의 <진짜 소똥구리를 찾습니다> 프로젝트,
야생벌의 생존을 돕고 영국 야생벌의 종류와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한 옥스퍼드 대학의 <Oxford Plan Bee>
(oxfordplanbee.web.ox.ac.uk)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B-플렉스>는 개체 수의 감소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고독성 야생벌들을 위한 집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최용수 박사를 포함한 벌
전문가들은 군집을 이루지 않는 고독성 벌은 꿀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벌은 대부분 꿀을 지키기 위해 쏜다) 사람을
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에게 무해한
고독성 벌은 사람과 식물이 어우러지는 공공장소에 함께할
수 있다. 이동용 작가는 설치 이후 가위벌, 왕가위벌,
홍배뾰족가위벌, 뿔가위벌을 관찰하였다.

With the last half-century of human activity, we witness
a radical decrease in the number of bees, butterflies, and
birds. B-Plex is a small project to help in their survival.
In May 2021, using steel-pipes, waste wood, and various
recycled materials, the artist Lee Dong Yong built habitats
for birds and solitary bees on the roof of the Seoul
Museum of Art. Visitors are not allowed access to the roof
terrace. The birds and the bees can be observed through
the telescope in the museum courtyard and gardens and
through the window monitors linked to roof-top CCTV
cameras.
In her 1962 publication The Silent Spring, Rachel
Carson documented the death of birds due to the overuse of chemicals such as pesticides and herbicides. She
warned of a coming spring without the sound of birds.
Though the wide influence of the book resulted in the
prohibition of DDT in many countries, the use of different
pesticides and poisonous chemicals has continued to rise.
The cause of this recent and extreme decrease in insects
has been attributed to these chemicals.
Beginning around 2006, a wholesale eradication
of honey bees has been observed. Numerous studies
have pointed to the decrease of insects, an omen of our
collapsing eco-system. Because of their relatively small
body-mass,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measure their
numbers and degree of decline. Hence, research bodies
involved in insectology and ecological studie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citizen science” programs, such
as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s “Finding the Real
Dung Beetle” on display in the exhibition study room and
Oxford University’s ongoing Oxford Plan Bee that rely on
the observations of everyday people. Like these programs,
B-Plex seeks an account of the ecological crisis of the
birds and the bees.
These man-made beehives are not a threat
to human safety because solitary bees, which do not
form colonies, do not produce honey. According to bee
scientists, such as Dr. Choi Yong Soo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in Korea, it is extremely
rare for solitary bees to sting humans. Lee Dong Yong has
reported sightings of Leaf-cutter Bees, Mason Bees, Resin
Bees, and Horn-faced Wa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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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미술관 윈도우, 2021
Windows to Climate Museum, 2021.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는 물리적인 전시장을 조성한 후에 디지털
매체로 기록하는 온라인 전시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람이 있는
갤러리와 없는 갤러리, 미술관 안과 밖을 동시에 기획하는 트랜스 미디어
큐레이팅을 도입하였다. 코로나19로 실내 전시공간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극의 오이코스>, <집의 체계: 짓는 집, 부수는 집>,
<B-플렉스>, 전시를 구성하는 3개의 집의 영상과 전경을 미술관 외벽
창문의 모니터들을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Going beyond the typical online exhibition, the digital recording of the
physical gallery space, Climate Museum: Life and Death of Our Homes
adopts the trans-media approach of simultaneously curating the online
and offline, spaces with and without humans,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museum. Even if Covid-19 conditions disallow access to the museum
interior, the exhibitions of the three homes — Tragic Oikos, House as
Assemblage, B-Plex — can be viewed through the monitors along the
museum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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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목 2>,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금강
소나무, 2017년과 2020년 사이 고사 추정
Dead Tree 2, Geumgang Pine from the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Area, Uljin, Perished ca. 2017 and
2020.

한반도에서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었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았던
북반구의 온대지역에서 툰드라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침엽수는 지구상
숲의 약 1/3을 차지한다. 최근 국내 침엽수의 집단 고사는 겨울과 봄의
이상 건조, 여름의 폭염, 강한 태풍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다. 활엽수와 달리 겨울에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금강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국내 최대 소나무숲인 경북
울진군에서 고사한 이 금강 소나무와 미술관 앞 마당의 전나무는 녹색연합과
산림청의 협력으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옮겨왔다. 고사목의 서식지 외
반출은 법적 절차와 병해충 확산방지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Climate change is a present reality in the Korean peninsula. Primarily
locat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where winters were long and summers
short, conifers take up around one-third of Earth's total forests. Scientists
estimate that the mass eradication of conifers in the Korean Peninsula is due
to unusually dry springs and winters, extremely hot summers, fierce storms;
in other words, abrupt and radical change in climate conditions. Unlike
deciduous trees, conifers such as this Geumgang Pine, brought from the
largest pine forest in Uljin, absorb CO2 and send out O2 throughout winter,
thus functioning as an essential carbon sink. The ecological impact of their
mass decimation is just now being studied.

고사목과 연계된 생태학적 관찰 프로그램과 추모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웹사이트 ‘교육/행사’
카테고리 및 인스타그램을 참조해주세요.
Please refer to the Educational Program and Events of the Seoul
Museum of Art website and Instagram for information on the
Eco-analysis of Trees Program and Remembrance of Trees
ceremony
https://sema.seoul.go.kr/ee/soon/getSoonEe
웹사이트 ▶ 전시 ▶ 현재 전시 ▶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 연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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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질 vs. 생체물질>, 2020,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Human-Made Mass vs Living Biomass, 2020,
Infographic on scrap paper.

인류는 200년 전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생태계를
압도하는 인공물을 만들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인간이 수천 년
사용했던 에너지의 총량을 한두 해에 사용하는데 이르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물질들이 지구상 현존하는 생명체 총량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물질의 채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과정이
환경위기와 기후변화를 갖고 온 것이다.

With two centuries of mass production, human-made things have come
to dominate earth’s ecosystem. By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one
or two year’s of energy consumption came to be equivalent to the total
amount of energy used over millennia. According to recent studies, humanmade mass has now surpassed earth’s living bio-mass. Climate change, the
environmental crisis we now face, is a result of the excavation, production,
engineering, movement, consumption, and throw away of these things.

출처 Source: Emily Elhacham et al.,“Global Human-Made Mass Exceeds All Living Biomass,”
Nature, published online December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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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 <집의 체계> 연구진, <재료와 사물의 지도>,
2021,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Helen Hejung Choi + House as Assemblage Research
Team, Map of Materials and Things, 2021, Infographic
on scrap paper.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와
테크놀로지는 19-20세기에 걸쳐 발전되었다. <재료와 사물의 지도>는
우리의 환경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선별하여 그 재료가 거쳐 온
기술, 자재, 사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였다. 인간에게 편리함,
안락한 환경, 그리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은 끊임없이 향상된다. 사물과
자재가 개발되며, 그것이 대량 생산되고 대량 폐기된다. 이런 인류의 기술과
재료의 발전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었고 바로 그 환경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만들었다.

Most of the materials and technologies used in building and in everyday
life were developed during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Divided
along several key material categories, Map of Materials and Things traces
the evolution of their technologies, products, and objects. The incessant
development of technologies provide comfort, use, and wealth. Materials
and things are developed, mass-produced, and mass-disposed. It is these
human technologies and materials that formed the environment we live, and
then it turn, became the agents of the climate crisis that threate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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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연, <정선 시멘트 채굴장>, 2021, 사진, 이면지
인쇄, 가변설치
Suyeon Yun, Jeongseon Cement Mining Quarry, 2021,
Photography, printed on scrap paper, Dimensions
variable.

겸제의 <금강산전도>를 떠오르게 하는 수려한 백두대간을 배경으로 시멘트
채굴장의 벌거벗은 모습을 대면한다. 바로 우리의 초상화이다. 산업 기반이
전무했던 해방 이후 남한이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건설 자재가
시멘트였다. 이러한 자연 파괴를 기반으로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통째 없어진 산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라진 산봉우리에 건설
폐기물을 부어 그 덩치를 다시 만들면 광역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된다.

With the majestic Great Baekdu Range in the background, reminiscent of
Gyeomjae’s View of Mt Geumgang, Suyeon Yun's mural brings us face-toface with the naked image of a cement quarry. It is a portrait of ourselves.
After independence in the mid-twentieth century, cement was the only
construction material that South Korea had the capacity to produce. The
modernization of Korea began on the backs of this destruction. Mountains
that have disappeared do not come back. When construction waste is poured
back, recreating their original mass, the larger eco-system of the region is
wholly destr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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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척추동물 멸종 누적 비율>, 2019,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Extinctions since 1500 + IUCN Red List, 2019,
Infographic on scrap paper.

지구 생명체의 긴 역사에서 지금의 기후위기는 생명체 대멸종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인류의 활동이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꾸어나가기 시작한 이후,
함께 살아 가야하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표는 척추
동물에 한해 그 멸종 추세를 보여준다. 여기서 보듯이 양서류는 수질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종이다. 호흡을 위해 피부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몸속에 쉽게 흡수되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 외부 온도 변화에 취약하며, 양서류의 흑사병 ‘항아리곰팡이병’으로
집단 질식사하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In the long history of life on earth, the present climate crisis warns us
that we live in a period of mass extinction. Since the human population
explos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 that is, since human activity began
to change earth’s climate — other life forms which must co-exist have been
dying. This graph limits its scope to vertebrates. It shows that amphibians
have been most seriously impacted by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alarming rate of extinction: skinbreathing transmitting pollution more easily into their body; vulnerability to
temperature change; mass deaths due to chytridiomycosis, the black death
for amphibians.

출처 Source: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19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2021

10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2017, 박제, 15×10cm,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Xenopus laevis, 2017, Taxidermy, 15×10cm,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픽시프로그>, 2017, 박제, 15×15cm,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Pyxicephalus adspersus, 2017, Taxidermy, 15×15cm,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참개구리>, 2018, 박제, 7×7cm,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Pelophylax nigromaculatus, 2018, Taxidermy, 7×7cm,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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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류 표본>, 연도 추정불가, 나비, 나방, 딱정벌레,
비단벌레 건조표본, 41.3×48.4×20cm(×15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Insect Specimens, Dates unknown, Butterfly,
Moth, Beetles, Jewel Beetles dry specimens,
41.3×48.4×20cm(×15 pieces),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지구 전체 생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곤충류는 먹이사슬의
기반이다. 다른 동물들의 영양분이며, 자연의 쓰레기를
분해시켜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꽃과 식물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정확한 곤충 개체수 추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감소를 알리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25%, 많게는 70%
이상의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생태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숲과 초지의 감소, 살충제의 남용, 빛 공해에 두고
있다. 곤충의 급격한 감소는 곤충의 포식자인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감소로 이어지며 생태계 먹이사슬 전체의 붕괴로
향한다.

Insects take up two-thirds of all living things. As the base
of the food chain, they maintain the eco-system’s balance as
food for other animals; by decomposing nature’s excretions;
and as a courier of water to plants. Despite the difficulty
in assessing insect population, a flood of studies tells us
of their severe reduction. According to region, the rate of
attrition ranges between 25% to more than 70%. Ecologists
its cause with the reduction of forests and grasslands, the
indiscriminate use of pesticides and light pollution. The
effect of the radical decrease in insects climbs up the food
chain, reducing the number of amphibians, reptiles, and
birds, moving the eco-system toward total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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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잉고트, 2021, 각 30×35cm,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제공
EPS Ingots, 2021, each 30×35cm, Gangbuk Recyclable
Wastes Screening and Process Facility.

포장 재료와 건설 자재로 흔히 쓰이는 스티로폼(EPS)은 폴리스티렌(PS)
이란 플라스틱 유형에 기체를 주입하여 부풀어 오르게 만든 것으로 독일
중화학기업 BASF가 개발했던 제품이 국내에서 일반 명사화 된 것이다.
스티로폼 잉고트는 재활용품으로 수거된 흰색 스티로폼을 모아서 압축분해시킨 후 열을 가해 녹여서 적당한 단위의 덩어리로 굳혀 만든다.
복합목재, 액자의 몰딩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

Styrofoam (EPS), commonly used in packaging and construction, is an
inflated form of polystyrene created by infusing air into this plastic type.
Developed by the German chemical company BASF, the product name
came to be used as a common noun. These EPS ingots were formed through
a process of dismantling, compressing, melting, and finally hardening
recycled white styrofoam. They are mostly used in compound woods and
m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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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압축 큐브, 2021, 100×150×60cm,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제공
Block Pressed Aluminium Cans, 2021, 100×150×60cm,
Gangbuk Recyclable Wastes Screening and Process
Facility.

알루미늄 원소는 1825년 처음 발견되어 19세기 중반에 산업 생산되기
시작했다.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대량생산-소비 재료 중의 하나다.
알루미늄의 재활용은 원석에서 새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5%만 사용해도 가능하며, 새 알루미늄의 제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약 95%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재료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재활용보다 새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재활용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10% 이하다.

Aluminum, discovered in 1825, began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Among materials of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it has the highest rate of recycling. Aluminium recycling requires just 5%
of the energy for extruding new aluminum out of mineral ores, and thus
reduces the carbon emissions of new production by 95%. At the opposite
end of the material spectrum is plastics. Because producing new plastic is
much cheaper than recycling, its global recycling rate is less tha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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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산양>, 2010, 박제, 120×60×100cm,
녹색연합 소장
Endangered Mountain Goat, 2010, Taxidermy,
120×60×100cm, Collection of Green Korea.

2010년 3월, 한국 산양 집단서식지의 남방한계선인 울진군
산악지대에서 산양 20여 마리가 죽었다. 이 산양은 그 중
한 마리이다. 산양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며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주로
설악산 일대에서 서식한다. 현재 한국에 약 500–800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3월 16일, 2년생으로 추정되는 어린
산양 한 마리가 울진 산악지역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 이후 약 2주 동안 이 지역에서 산양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병들거나 죽은 산양을 발견한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였으나 현지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고
대구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으로 재차 신고가 들어갔다.
신고를 받은 기관들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처리할 수 없었다. 당시 산양 서식지 인근에는
제대로 된 보호기관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멸종위기종의 인공적인 증식에 힘쓰고,
다른 한편 자연에서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2017년 11월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천연 보호 구역에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은 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대리하여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5일 첫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18년 9월 25일, 원고의 자격 미달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06년 도롱뇽, 2007년 충주 쇠꼬지
황금박쥐, 2010년 금강 검은머리물떼새 재판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 산양은 죽은 경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거친 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박제되었다. 2010년 당시 산양을 발견한 녹색연합이 그
사후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 산양은 2018년 11월 17일
창비 50주년 기념홀에서 열렸던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 이후
오랜만의 서울시립미술관 외출이다. 인구 1/4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기를 호소한다.

March of 2010, twenty-or-so mountain goats perished
in the mountainous Uljin area, the southern limit of
their habitat in the Korean peninsula. Mountain goats,
designated as Endangered Wild Species Level 1 by Korea’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as Natural Monument No.
217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mostly find their home around the Mt. Seorak region.
There are an estimated 500–800 living goats in South
Korea.
On March 16th 2010, a young mountain goat,
around two years old, was found dead in mountainous
Uljin. In the following two weeks, dead goats continued
to be discovered. The local authorities, which had been
immediately notified, were unable to take care of the
matter. Hence, a second notification was sent to the Dae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and the CHA. These
authorities, located far from the site, were unable to take
immediate action. There was no adjacent organization to
protect the goats and the situation remains the same to
this day. On the one hand, large public budgets are used to
artificially breed endangered species; on the other, animals
are left to die in their natural habitat.
In November of 2017, the CHA changed
the restrictions of the Natural Monument area to allow
additional installation of cable cars in Mt. Seorak. The
People for Non-Human Rights (PNR) subsequentl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CHA, with the first trial on September
5th 2018. On September 25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ismissed the lawsuit o n the grounds of the
ineligibility of the plaintiff. This was the same reason for
the dismissal of lawsuits by salamanders (2006), golden
bats (2007), and plovers (2010).
After a careful reporting of the mountain goat
deaths was filed, the first perished goat was taxidermiz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A. This specimen then
found its home in Green Korea, the organization that first
discovered it. This goat participated in the “Mt. Seorak
Goat vs. Cable Car” mock trial held in the Changbi
Fiftieth Anniversary Hall on November 17th 2018. The
display in the Seoul Museum of Art is a rare outing for the
taxidermized goat. Climate Museum asks South Korean
citizens, a quarter of whom are estimated to own pets, to
expand their care for animals to the endangered animals of
our oi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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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융, <폭포를 문명화 하는 방법>, 201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분3초
Hanna Ljungh, How to Civilize a Waterfall, 2010,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4:03min.

한나 융은 <폭포를 문명화 하는 방법>에서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연의
무심하고 독립적인 힘과 대결한다. 하드록 뮤직의 극적인 표현력에 영감을
받은 융은 폭포에 수력발전소가 되라고 종용한다. 영상에 사용된 스크립트는
스웨덴의 대규모 전력회사에서 배포한 수력발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언제나 자연을 개척과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처절한
울부짖음. 이에 어울리지 않는 정확한 수치들은 우습고도 역설적인 자연과
사람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 감성적이고 영적인 만남이며, 그래서 자신과의
만남이다.

In the video How to Civilize a Waterfall, artist Hanna Ljungh performs
an authoritative confrontation with nature, an indifferent and independent
force. Inspired by the dramatic expressiveness of hard rock music, Ljungh
challenges a waterfall, persuading it to turn into a hydroelectric power plant.
The text used in the video is based on the information distributed by one of
Sweden’s largest power companies. The work reveals humanity’s comical
and paradoxical relationship with nature. The encounter is an emotional,
almost spiritual experience — an encounter with one’s self.

한국엡손㈜ 프로젝터 협찬
Projector supported by EPSON KOREA CO., LTD.
엡손은 2050년까지 석유와 금속과 같은 유한 지하자원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전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현재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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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창포리 바다 사막화 현상>, 2015, 수중 촬영,
5분37초,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Changpo-ri, Ocean Desertification in the East Sea,
2015, Underwater video, 5:37min.,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수온 상승과 난개발은 육지 사막화뿐만 아니라 바다 사막화를 초래하고
있다. 해양 오염은 해양 암반을 뒤덮는 석회 조류를 낳고, 이는 해조류가
자라나지 못하는 하얀 ‘갯녹음’ 현상을 야기한다. 해양 생물의 먹거리,
산란 장소를 빼앗아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 자원의 부족을 가져온다. 한번
사막화된 곳은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워 바다숲 조성이 대안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에서 바다
사막화 현상은 제주도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갯녹음이 발생하여 남해와
동해안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매년 축구장 1,700개 면적의 바닷속
생태계가 사막화되고 있다.

The rise of sea water temperature and indiscriminate development are
bringing about the desertification not only of land but also of sea. Ocean
pollution causes the blanching of the sea bed preventing the growth of
normal algae. The disastrous effects range from the disruption of food
supply chains and breeding habitats to the decline of fisheries. Because the
natural rehabilitation of desertified areas is so difficult, much effort is put
into the artificial restoration of ocean plants. However, it is much too little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devastation. At an alarming speed of 1,700
football fields per year, ocean desertific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s proceeded from the south of Jeju towards the Namhae and East Se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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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 2010, 박제, 70×190×95cm,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Polar Bear - Ursus maritimus, 2010, Taxidermy,
70×190×95cm,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북극곰은 엄밀한 의미에서 멸종위기종이 아니다. ‘절멸위급’, ‘전멸위기’로
분류되는 산악고릴라, 아시아 코끼리, 보르네오 오랑우탄 같은 동물에
비해서는 양호한 ‘취약’ 등급에 속하는 종이다. 그런데 북극곰은 왜
기후위기의 상징 동물일까? 북극의 여름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빙하 소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면하는
다른 곰들과 달리, 북극곰은 인간의 신진대사 리듬처럼 지속적으로 먹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름에 사냥의 발판인 얼음의 면적이 축소되어 생존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후변화는 북극곰의 집을 빼앗아 많은
사람들처럼 기후난민이 되고 있다.

The Polar Bear is not an endangered species per se. Compared to the
Critically Endangered(CR) or Endangered(EN) levels of Mountain Gorillas,
Asian Elephants, and Borneo Orangutans, it has the relatively fortunate
designation as “Vulnerable(VU).” Then why has the Polar Bear become the
symbol of climate crisis? With the rate of temperature rise during Arctic
summers twice as high as the overall global average, the loss of ice is
accelerating. Unlike other bears that hibernate, Polar Bears must continue
activity during the winter. However, with the reduction of ice area, the basis
of its hunting, their conditions for survival are reaching their limit. Like
many humans, they are becoming climate refugees robbed of their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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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채굴장>, 2021, 드론 촬영, 1분7초, 녹색연합
제공
Mining Cement, 2021, Aerial film, 1:07min., Green
Korea.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생태환경을 자랑하던 백두대간 자병산의 정상부는
시멘트 생산을 위한 석회석 광산 개발로 하얗게 벗겨졌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채굴, 생산, 유통, 공사, 폐기의 총체적 과정에서 가장
탄소배출량이 많은 건설재료다. 이 영상이 보여주듯, 그 채굴 과정 또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즉시 복구복원이라는 원칙을 뒤로한 채 수년간 이어진
무분별한 광산 개발은 지반 균열, 대규모의 산림벌채로 인한 토양유실,
산사태로 인명피해, 지형 변경, 그리고 백두대간의 생태축 파괴를 일으켰다.

Mt.Jabyeong, once beautiful and abundant with life, has been stripped
naked for limestone, the primary material for cement. Cement/concrete —
in the total process of its mining, production,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disposal — has the highest amount of carbon emissions among key
construction materials. Furthermore, as this video shows, its mining
destroys our environment. Ignoring the obligation of restoration, years of
indiscriminate mining has resulted in de-forestation and soil loss, loss of
human life due to landslides, the permanent distortion of the terrain, and the
destruction of the ecological continuity of the Great Mt. Baekdu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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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플럼, <기후변화: 친밀한 초상화>, 201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분16초
Jessica Plumb, Climate Change: An Intimate Portrait,
2010,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2:16min.

북극은 주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풍경’으로 제시되어왔다. 제시카
플럼은 빙하가 녹는 모습을 근접 촬영한 영상에 일상에서 흔히 듣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병치시켜 북극을 풍경이 아닌 ‘초상화’로 제시한다. 물방울
소리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기후변화의 파장이 현재형임을 알리는 재앙의
소리다. 미술관 마당에 설치된 태양열 스피커를 통해 빙하가 녹는 소리가
송출되고 있다.

The Arctic is always represented as a place distant from our reality. Yet, this
short film offers a close view of melting glaciers, presenting the Arctic as a
portrait rather than a landscape. Beginning with intimate views of crevasses,
the video moves out slowly to reveal the jagged face of receding tidewater
glaciers. The sound of water dripping may be beautiful but it is the sound of
the tragic disasters of climate change. This sound can also be heard through
solar-powered speakers in the Museum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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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드 라마단, <까마귀 vs. 플라스틱>,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2분38초
Khaled Ramadan, Crow vs. Plastic, 2020, Single
channel video, color, 2:38min.

까마귀는 얼굴의 특징을 인식하여 인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다. 그들은 씨앗을 찾고, 운반하고, 저장하며 숲의 재생에
기여하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어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까마귀가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을 개의치 않고 쪼아 먹는다. 많은
연구자들은 도시와 농수산업을 하는 마을에서 폐기되는 끈, 포장재, 철사,
낚싯줄이 어린 새들을 옭아매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한다. 사람의
집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새들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다.

Crows are highly intelligent, capable of distinguishing humans by their
facial characteristics. They help regenerate forests by locating, transporting,
and storing seeds and by disposing of nature’s decay by consuming animal
corpses. Yet they are here seen casually eating inedible plastic. Moreover,
there is the serious danger of young birds strangled by littered ropes,
packages, wires, fishing nets, etc. The things of our homes destroy the birds
and their homes.

한국엡손㈜ 프로젝터 협찬
Projector supported by EPSON KOREA CO., LTD.
엡손은 2050년까지 석유와 금속과 같은 유한 지하자원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전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현재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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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연, <오늘의 Zip>, 2021, 영상, 1분10초
Suyeon Yun, Today’s Zip, 2021, Motion graphics,
1:10min.

지난 10년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확산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웹 사이트에 표시하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언제든지 데이터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자체는 미량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발생된다. 윤수연은 데이터센터를 “오늘의
집”이라고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상화폐까지 무형의 데이터를 담는
집은 인간이 만든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집이다.

With the last decade’s expansion of the internet, data centers that store
massive amounts of information and load them to websites have emerged
as an essential housing facility. Wherever internet access is possible, cloud
service can be used through the data center. If digital service itself does
not use large amounts of energy, the management of the center, requiring
enormous electricity, emits carbon at the scale of large cities. Suyeon Yun
calls the data center Today’s Zip (Korean for house), home to the formless
data of clouds and virtual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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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도 야르, <지리=전쟁>, 1991, 라이트박스,
아크릴판에 부착된 컬러 슬라이드, 55갤런 철재
드럼통, 물, 가변설치
Alfredo Jaar, Geography=War, 1991, Color
transparencies face-mounted to acrylic in light boxes,
55-gallon metal barrels, water, Dimensions variable.

<지리=전쟁>은 1987년-88년 나이지리아 남서부의 항구도시 코코에서
벌어진 독극물 폐기의 비극에 대한 설치다. 가난에 시달리던 마을 농부가
1톤당 25센트를 받고 이탈리아 유조선이 35,000톤의 유독성 산업 폐기물을
마을에 버리게 해줬다. 폐기물은 뜨거운 기온에 부풀어 올라 땅과 물을
오염시켰다. 작가는 1989년 유독 물질로 인해 피를 토하고 화상을 입은
주민들을 목격했고, 그 참상을 기록했다. 가난과 독극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코코의 상황을 통해 반복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고발한다.

Alfredo Jaar’s photographic installation refers to an incident that took place
during 1987 and 1988 in Koko, Nigeria. During that period, five Italian
tankers carrying toxic waste arrived in the port city of Koko. Although
marked with the international toxic hazard symbol of skull-and-crossbones,
some of the barrels were emptied by residents for 25 cents per ton. The
contents exploded in the heat and seeped into the soil and water system.
In 1989, the artist, as witness to chemical burns and food contamination,
documented the horrors of Koko. Jaar’s installation exposes the paradox
and cruelty of our geo-political system and its multi-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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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캡슐, <모든 것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짓는
집, 부수는 집>, 2021, 3D 공간 정보, 항공사진, 2채널
비디오, 10분28초
TechCapsule, Everything or Nothing: Building and
Wrecking, 2021, 3D spatial data, aerial photography
data set, two-channel video, 10:28min.

3D 스캐너를 통해 집을 정보화하고 그 정보를 재구성해 또 다른 시간 속의
집을 만든다. 오래전 살던 집의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데이터 속의 집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틈 속에 유령처럼 떠다닌다. 집은
지어지고 쓰이고 부서진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사물들이 배출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집에 대한 기억은 재배열 되고 가공된다.

3D scans transform the house into data; data is then reorganized to create
a house within a different temporality. It seems as if we could open the
door of our old house and just enter. The house of data, however, hovers
like a ghost in the slivers of non-existent time. Houses are built, used, and
wrecked apart. In this process, an enormous amount of things are produced.
In this process, our memory of our houses is redistributed and engine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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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우리가. 있는 곳에. 나무가.>, 2021, 3채널
비디오, DCP, 실험 도큐멘터리, 21분
Lee Sung Min, We are. Here. Where Trees are, 2021,
Three-channel video, DCP, experimental documentary,
21:00min.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개포 주공아파트에서 공간과 나무에 대한 기억을
모았다. 재건축 단지의 공원 예정지에 오래 살고 있던 메타세콰이어들을
보존하려 했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였다. 결국, 나무들은 보존되지
못했다. 하지만 베어진 나무들과 그루터기를 서울숲 공원으로 옮겨 그들을
기념할 수 있었다. 사람, 나무, 집의 시간이 달랐다. 다큐멘터리를 3채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고, 장면들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기억의 인상을 확장시킨다.

With the redevelopment of Gaepo Public Housing Authority Apartment
underway, memories of its space and its trees of were gathered. The attempt
to preserve the old metasequoias in the designated park area of the new
developments were documented. In the end, the effort to preserve the
trees failed. The trees were memorialized by moving the fallen trees and
stubs to the Seoul Forest Park. The time of humans, houses, and trees were
all different. By composing the film as a three-channel video, the whole
and the parts are seen together; remembrance was expanded through the
combination and separation of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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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형 + <집의 체계> 연구진, <짓는 집의 사물:
1916-2005>, 2021,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Nanhyoung Kang + House as Assemblage Research
Team, Things to Build a House: 1916–2005, 2021,
Infographic on scrap paper.

<짓는 집의 사물>은 20세기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고 부수며
함께 해 온 사물들의 생산량에 대한 도표이다. 건설자재는 시멘트에서
플라스틱까지, 가전제품은 전기다리미에서 컴퓨터까지 그 생산량을
조사했다. 집의 사물들에는 단지 신기술 발명의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개량, 생산, 보수, 대체, 변형, 폐기, 재활용이
있었다. 이 인포그래픽은 <기후시민 3.5>의 일환으로 개발된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량 (1945-2005)>, <가구당 가전제품 보급률 (19792005)>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Things become part of our lives as we build and tear down our houses.
Things to Build a House provides a graphic illustration of the quantity
of things produced in South Korea after the mid-twentieth century:
construction materials from cement to plastic; household electronics
from electric irons to computers. The things of our homes were not just
inventions driven by new technologies. Based on labour, they were also
produced, gradually improved, repaired, reused, replaced, transfigured,
thrown away, and recycled. This graph is based on “Production of Key
Construction Materials, 1945–2005” and “Electronics per Household,
1979–2005” data developed for the Climate Citizen
3.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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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천 + 강난형, <주택 유령: 1958-1983-2002>,
2021, 4채널 비디오, 3D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4분
Daecheon Kim + Nanhyoung Kang, Phantom Houses:
1958–1983–2002, 2021, Four-channel video, 3D
computer graphics animation, 4:00min.

<주택 유령: 1958-1983-2002>는 <짓는 집의 사물>과 마주 보며 지난
70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 개의 주택유형을 입체적으로 모델링 하였다.
자연석을 박은 석회 블록과 흙벽돌의 부흥주택(1958), 콘크리트 벽식구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시대를 열었던 개포 아파트(1983), 철재와 유리로
오른 초고층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2002). 채널별로 이 건물들의 모델링을
영상으로 담았다. 사람이 사라진 상황에서 집의 사물에 일시적으로 담긴
에너지를 선으로 표현하였다. 반세기 동안 집은 일정한 산업 조건 속에서
우리가 생산한 사물이자, 사람의 노동의 매개물이며, 기후위기의 동인이다.

Facing the graphic data of Things to Build a House, Phantom Houses:
1958–1983–2002 presents 3D animations of South Korea’s three
representative house types of the past seventy-years. Reconstruction Homes
(1958), built with earth bricks and stone-studded cement blocks; Gaepo
Apartments (1983), which opened the era of the concrete bearing-wall,
mega apartment complex; and Tower Palace (2002), a skyward steel and
glass symbol of wealth. Minus human presence, they are animated in four
channels, the momentary energy embedded in its materiality expressed
in lines. Within particular industrial conditions, the house is a thing we
produce, an agent of human labour, and a cause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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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펭귄>, 2010, 박제, 60×40cm,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소장
African Penguin - Spheniscus demersus, 2010,
Taxidermy, 60×40cm, Collectio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지구상에 살아가는 18종의 펭귄 중 7종은 남극, 11종은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서안과 남부, 갈라파고스 등에 살고 있다. 이 중 5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아프리카 펭귄은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개체수가
무려 60% 감소하여 2010년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었다. 급격한 감소의
원인은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축소, 석유 유출로 인한 오염,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먹이 감소, 그리고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주된 먹이인 멸치와
정어리가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인은 곧 사람의 활동이다.

Among the eighteen living species of penguins, seven live in the South Pole
and eleven throughout Australia, New Zealand, Argentina, the Western and
Southern African coasts, and in the Galapagos. Among them, five specie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With an alarming sixty percent population
decrease between 2001 and 2009, the African Penguin was designated as an
endangered species in 2010. The causes are diverse — shore development,
oil spill pollution, indiscriminate fishing, the movement of anchovies and
sardines (its primary food) — but ultimately the result of huma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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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플라스틱 압축 큐브>, 2021, 150×150×100cm,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제공
Block-Pressed PE Plastics, 2021, 150×150×100cm,
Gangbuk Recyclable Wastes Screening and Process
Facility.

플라스틱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종류에 따라 그 특성과 재활용도가
다르다. 플라스틱의 특성상 다른 재료나 다른 플라스틱 유형과 섞이게 되면
재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시된 재활용 큐브는 샴푸병, 세제통, 용기,
비닐류 등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을 분리하여 압축한
것이다.

There are many types of plastic and each type has its own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recycling capacity. Assemblages of different plastic
types and plastics combined with different materials are mostly impossible
to recycle. The pressed recycling block is composed of selectively collected
polyethylene, generally used for shampoo bottles, detergent boxes,
containers, and vinyl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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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 1950-2018>,
이면지에 인포그래픽
Global Plastics Production by Types, 1950–2018,
Infographic on scrap paper.

1930년대 개발되기 시작한 플라스틱은 1939-1945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실험장을 거쳐 1950년대부터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일회용품, 포장 용기, 건축자재, 전기·전자 산업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기존의 재료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급증하였다.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는 분해 시간이 500년 소요되는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플라스틱이 현재 지구를
뒤덮고 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유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플라스틱 생산량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There are many types of plastic and each type has its own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recycling capacity. Assemblages of different plastic
types and plastics combined with different materials are mostly impossible
to recycle. The pressed recycling block is composed of selectively collected
polyethylene, generally used for shampoo bottles, detergent boxes,
containers, and vinyl packages.

출처 Source: Geyer, Jambeck, Law,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 Science
Advances, published July 19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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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플라스틱 라이프>, 2021, 플라스틱 오브제,
가변설치
Helen Hejung Choi, Plastic Life, 2021, Plastic objects,
Dimensions variable.

플라스틱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물질이다. 사람이 만든
사물로 태어나 수많은 다른 재료와 섞이고 혼합되어 우리의 일상을 뒤덮고
그 속속들이 스며든다. 복잡한 물성과 다양한 유형을 가진 플라스틱은
오늘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물질이지만 그 생리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생명적이다. 인간이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플라스틱이 현재 지구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계속 찾고 가까이 둔다. 일상의
사물부터 집까지, 현재 우리의 삶과 공간에 묻어 있는 플라스틱을 물질별로
나열해본다.

Plastics look easy but they are difficult. Born as a man-made thing, they
combine and mix with a myriad of other materials to engulf and penetrate
our everyday. In their variety and complex materiality, plastics are now
human’s most familiar material. However, by its nature, it is an extremely
inhumane and unrelenting material. Even as all the plastic ever made
permeates the whole planet, we continue to seek it and keep it close.
The different plastics that touch our everyday lives are categorized and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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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나무: 한라산 구상나무 집단 고사 현장>, 2020,
항공 촬영, 3분48초, 녹색연합 제공
Dying Tree: Abies Koreana Crisis in Mt. Halla, 2020,
Aerial film, 3:48min., Green Korea.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산침엽수
구상나무는 급변하는 생태계로 인해 집단 고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줄기의
겉껍질이 벗겨지며 주로 검은 색을 띤다. 이후 1년 잔가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몸통과 굵은 가지들이 하얗게 변한다. 상공에서 촬영한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지, 하얗게 변해가는 비극의 풍경, 기후 위기의 현재를
눈앞으로 담아낸다.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의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고산침엽수 군락지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바늘 잎나무의
떼죽음은 생태계 전반에 걸친 생물 다양성의 붕괴를 말하며, 한반도에서
구상나무의 멸종을 예고한다.

Due to the abrupt shifts in the eco-system, Abies Koreana, a high altitude
conifer unique to Korea, is dying at a catastrophic scale. At first, the stems
darken as its outer skin peels off. After a year or so, all small branches fall
off as its body and thick branches turn white. An Abies Koreana forest in
Mt. Halla has turned pale white. This tragic landscape brings us face-toface with the climate crisis. Beyond Abies Koreana, spruces and Khingan fir
trees are turning white along the Great Baekdu Range. The mass decimation
of conifers tells us that the extinction of the Abies Koreana is imminent. It
is a forecast that the bio-diversity of our eco-system is falling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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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태, <살리는 나무: 쿠부치 사막 휴먼 트리>, 2016,
드론 촬영(손상현), 2분12초
Won-tae Seo, Saving Tree: Kubuqi Desert Human Tree,
2016, Drone operation(Son Sang-hyun), 2:12min.

모래뿐인 광활한 사막에 점점이 박힌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황사 발생의
주요 발원지인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 일대에 지금까지 1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 NGO 미래숲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식수 활동은
사막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황사나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후변화의 목격자이자 행동가인
이들의 실천적인 모습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린다.

Small scattered spots move in a vast desert. They are volunteers of the NGO
Future Forest who have up till now planed 12 million trees in the Kubuqi
Desert of Inner Mongolia, a key origin of yellow dust. Planting prevents
desertification, creates wind-breaking forests, acts as a filter against dust
and pollutants, and improves regional air quality. Both witness and agent
of change, they tell us of the importance of action in this era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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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폭포>, 2014 (2021 HD 재편집본), 항공
촬영, 1분15초, 극지연구소 제공
Antarctic Waterfall, 2014 (2021 HD re-edited), Aerial
Film, 1:15min.,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2014년 극지연구소가 남극의 빙붕이 녹아서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현장을
항공에서 촬영하였다. 빙붕은 남극 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200900m 두께의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다. 빙하가 바다로 밀려와 녹지
않도록 장벽 역할을 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빙붕이
붕괴되면서 빙하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 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상은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대기에 의해 점차
붕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빙붕의 현장을 보여준다.

In 2014,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recorded this “waterfall,”
created by the melting of an Antarctic ice shelf. The ice shelf is a gigantic
mass of ice 200–900m thick connected to the Antarctic continent. It
functions as a barrier, stopping icebergs from floating into the sea. As the
ice shelf collapses, iceberg movement increases, leading to the acceleration
of rising sea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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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모셔, <만조선: 뉴욕/마이애미/브리스톨/서울?>,
2007년부터 진행 중,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7분8초 + 이면지에 사진, 액자 후면
Eve Mosher, High Water Line: New York/Miami/
Bristol/Seoul?, 2007–ongoing.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7:08min + Photograph on scrap paper,
back of frame.

작가는 2007년 뉴욕 맨해튼 남쪽의 바다와 접한 지역을 다니며, 해발
300미터, 즉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경계선을
분필가루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기록하였다. 기후변화
연구자들의 예측보다도 빠르게, 불과 5년 후인 2012년, 태풍 샌디로
이 지역이 실제로 물에 잠겼다. 뉴욕 이후 마이애미와 브리스톨에서도
진행되었고, 오픈 소스 툴로 개발되어 지구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In 2007, Eve Mosher walked around the coastal area of south Manhattan
to draw chalk lines that follow particular elevations that will submerge
under water as climate change accelerates, documenting various dialogues
that occur in the process. Just five years later in 2012, much earlier than
scientific estimations, Hurricane Sandy caused serious flooding in this
very area. Raising people’s consciousness on climate change, Mosher’s
project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Miami and Bristol.
Furthermore, the project is developed into an open source and creates
discursive space for ou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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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연, <배송완료>, 2021, 택배 박스 위 사진 프린트,
가변설치
Suyeon Yun, Package Delivered, 2021, Photographic
print on paper packages, Dimensions variable.

윤수연은 한라산에서 지리산, 백두대간으로 번지고 있는 침엽수 집단고사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고사목 사진들이 다양한 택배 박스에
인쇄되었다. 침엽수들이 고사하고 있는 한반도의 기후위기에 대한 증언이며
쉽게 접할 수 없는 침엽수의 또 다른 죽음을 알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구매가 폭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종이박스들의 주원료가
침엽수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Suyeon Yun is documenting the mass decimation of conifers spreading
throughout Mt. Halla, Mt. Jiri, and the Great Baekdu Range. The artist
has printed images of these dying trees on delivery packages. They are
witnesses to the climat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telling us of another
kind of very familiar death: the mass cutting of conifers caused by the skyrocketing demand for paper packa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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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박사, <기후미술관의 그래픽 디자인>, 2021.
hongbaksa, Graphic Design for Climate
Museum, 2021.

전시 그래픽은 전시된 작품과 달리 일회적이어서 플라스틱 제품인 비닐
시트지를 사용하지 않는 연출 방법을 고민하였다. ‹기후미술관›은 시트지
대신 일상 업무에서 사용되고 남은 이면지1를 재활용하였다. 오프셋 인쇄2에
소모되는 에너지와 잉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 컬러를 사용했으며
인쇄 면적이 큰 이미지는 육각형 망점3으로 대체하고, 서체는 가능한 잉크
소모가 적은 폰트4를 사용했다. 또한, 오프라인의 제작물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하였다. 온라인에서도 배경색을 어두운
모드로 유지하고 시스템 폰트5를 사용해 전력 소모를 줄였다. 한정된 시간,
구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실천적 태도를 취했다.

Exhibition graphic design, in contrast to the works displayed, is temporary
by nature. Hence, Climate Museum avoided the use of vinyl sheet, a plastic
product, instead re-using copy paper. To reduce the amount of energy and
ink in offset printing, all graphics were set in single color dyes. Hexagonal
screens were deployed for large printed images and fonts that consume
less ink were selected. Offline production was kept to a minimum as
most information was conveyed online. Online platforms are maintained
exclusively in dark mode and employ system fonts to reduce electricity.
Within the limits of time and resources, graphic design becomes a practice
of sustainability.

1.

이면지: 바깥에 드러나지 아니한 뒷면의 종이.

2.

오프셋 인쇄: 인쇄판과 고무롤러를 사용해서 종이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보통 원색 인쇄의 경우 청, 적,
황, 먹(CMYK)의 순서로 네 가지 컬러를 사용한다.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 점을 이용한 석판
인쇄 방식을 응용한 인쇄 방식으로 주로 대량 인쇄에 사용한다.

3.

망점: 디지털 인쇄 시 망점으로 인쇄할 경우 잉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망점인쇄는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본 전시의 망점은 전시 기획 내용 중 생존을 돕는 집을 상징적으로 변환하여
육각형으로 사용했다.

4.

나눔 글꼴 에코: 나눔고딕과 나눔명조에 구멍을 뚫어 잉크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든 글꼴로, 문서를
출력할 때 미세한 구멍 안으로 잉크가 번져 빈 곳이 채워진다. 이 방식으로 최대 35%까지 잉크를
절약하며, 1년에 1,000만 개이상이라는 잉크 카트리지 폐기량과 잉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글꼴마다잉크 소모량이 다르고, 기준에 따라도 다르다. 시스템

http://hongbaksa.com/
text/climatemuseum.html

폰트 중 Arial은 Times New Roman보다 27% 더 많은 잉크를소모한다.
5.

시스템 폰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별도의 형식으로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시스템에서
문자 정보를 출력하기 위하여 기본으로 사용하는 글꼴이다.

<진짜 소똥구리를 찾습니다>, 환경부 2019년

한국에서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다는 소똥구리가 사라졌고,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지역절멸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 리스트에 기재되었다.

https://www.me.go.kr/home/web/board
/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Id=1034280

〈진짜 소똥구리를 찾습니다>
환경부 2019년

기후 스터디 라운지
Climate Study Lounge
전시 주제와 연관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면하는 주제의 전시인 만큼 이번
전시에서는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하기보다는 전시와
출품작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터디 라운지의 책상이 낡았습니다. 이번 전시의 모든
가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구를 수리, 청소하여 재사용
하였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라운지
테이블에 부착된 QR 코드를 이용하시거나 비치된 노트북/
태블릿 PC를 이용해 주세요.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전시 소개

https://sema.seoul.go.kr/ex/exDetail?curr
entPage=1&glolangType=
KOR&exGr=&museumCd=&targetDate=
&searchDateType=SOON&exSearchPlace
=&exNo=573209&
startDate=&endDate=&searchPlace=&kw
d=EXF01&kwdValue=

〈집의 체계: 짓는 집–부수는 집〉

https://assemblage.house/

〈기후시민 3.5〉웹사이트

https://www.climatecitizens.org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http://www.floodmap.go.kr

〈기후시민 3.5〉#오다챌린지

https://m.blog.naver.com/
climatecitizens/222361469046

북저널리즘–데일리 북저널리즘

https://www.bookjournalism.com/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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