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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술관과 경기창작센터는 청년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협력 전시 «퀀텀점프»를 2015년부터 이어왔습니다. “퀀텀점프”는 
비약적 도약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로, 선정된 예술가들의 응축된 에너지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프로젝트명입니다.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중 선정된 
작가의 릴레이 전시를 경기도미술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Gyeonggi Creation Center have 
been holding the exhibition Quantum Jump since 2015 to support the 
creation of young artists and showcase the results. "Quantum Jump" 
means the condensed energy and possibilities of selected artists, as a 
physics term for a leap forward. The two organizations support new 
attempts of young artists, selected in Gyeonggi Creation Center, by 
holding relay exhibitions i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경기도미술관-경기창작센터 
협력 전시 

퀀텀점프 2020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Creation Center 
Collaborative Exhibition 

Quantum Jum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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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모레 Outdated Future 

박관택

이미지는 그 제작자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소비자의 역사 속에서 기억을 
흔드는 매개가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디론가 향하는 나의 의식은 
수많은 이미지 자극에 의해서 정처 없이 떠돈다. 가끔은 전원 스위치를 내려, 
완전한 쉼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일지만, 이내 그것은 곧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소가 뒤따른다 (죽음이 완전한 쉼일지조차도 모르니까). 
온전한 쉼이 없는 의식을 부여잡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결국 또다시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
«어제모레»는 그러한 쉼을 위한 몰두와 집중에서 시작된 것 같다. 지금보다 
좀 더 어린 시절, 이미지의 탄생을 감탄하며 몰두하던 사진 암실은 바깥 
세계와 그나마 절연된 “정신과 시간의 방”1 이었다. 이미지를 제작하는 많은 
매체들이 그러하듯이, 지루할 수도 있는 그 과정의 시간은 세상의 것과는 
분명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때로는 매우 빠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우 
더디고 느린,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시간에 몰두하고 그 
지루함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동안 간과했던 많은 감각들이 깨어난다. 
필름과 종이를 하나씩 얹고, 그것이 현상/인화될 때까지의 기다림은 곧 
태어날 이미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심리게임이면서, 동시에 
어둠 속에서 홀로 있는 나의 신체를 새삼 깨닫게 하는 물리적 순간이기도 
하다. 축적된 시간은 생산된 최종 이미지에 시각적인 단서를 분명히 
남기지만, 겹겹의 과정이 흘러간 암실의 시간은 오롯이 체험의 영역으로 
남는다. 

1 도리야마 아키라(Akira Toriyama) 원작의 만화, <드래곤 볼>에 등장하는 공간. 이곳에서는 하루가 

 바깥세상의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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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이 되면서, 나와 비슷한 세대들이 농담처럼 내뱉는 말이 있었다. 
“원더키디2의 해가 되었네?” 이 말은 이제는 사회 주류가 되어가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느끼는 유년시절로의 회귀이면서, 자신의 현재를 어린 시절의 
미래로 치환해보는 일탈이면서, 동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 객관화의 
기회일지 모른다. 나 역시 이러한 시기와 시대에 흥미로워하며, 원더키디 
외 유년시절의 미래를 찾기 시작했다. 스크린, 프리미어라는 잡지를 
넘기면서 할리우드 배우들의 프로필을 외우던 시기의 영화부터, 연소자 
관람불가였기에 몰래 훔쳐보던 영화들까지. 그런데 잊고 있었던 기억을 
소환하는 이러한 노스탤지어적 이미지들은 마냥 편안한 추억 여행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과거의 영화들이 바라본 미래의 모습과 나의 현재 
사이의 기묘한 접점과 괴리가 향수와 섬뜩함을 오가는 묘한 감정의 병치에 
놓이게 하였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7개월 동안 이어져온 팬데믹 사태의 
징조 또한 머금고 있는 이 8~90 년대 SF 영화들은, 할리우드 영화 특유의 
클리셰적인 플롯과 오락적 장치 사이사이에 문득문득 뾰족한 예언들을 
내뿜는다. 

§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 터미네이터 1, 2(Terminator I, 2, 1984, 

1991), 코드명 J(Johnny Mnemonic, 1995), 데몰리션 맨(Demolition Man, 

1993), 12 몽키즈(Twelve Monkeys, 1995). «어제모레»에서 사용된 위 
영화들은 미래에 대한 묘사, 그 톤 앤 매너는 상이하나, 묵시록적인 세계관과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복제인간”, “인공지능”, “트랜스 휴먼”,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멸망”. 이들 영화에서 상상하고, 우려하고, 경고하던 이 낡은 소재들은 이제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과거가 되었을까? 아님 진행 중인 현재일까? 아님 
여전히 다가올 법한 미래일까.

2 원제: <2020 우주의 원더키디>, 서기 2020년의 미래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1989년 제작된 대한민국 

 공상과학만화.

§
«어제모레»는 결론지을 수 없음으로 인해, 극도로 강조된 과정의 
프로젝트이다. 수많은 이미지에 대응하면서, 소수의 특정 이미지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행위에 대한 의문이 역으로 이미지의 행간, 물성, 상황 
등을 고민하게 한다. 또한 “시간에 기반한 매체(Time-based media)”라는 
용어를 통해 마치 무한히 확장된 듯한 작업적 선택지가, 그럼 시작과 끝, 
적정 길이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 
답 대신, 의문이 발생하였던 현장과 과정 자체에 관객을 초대한다. 경계 
없는 시간을 다루면서 자의적으로 그 시작과 끝을 만들어 가두는 것도 
모순적이니까. 

§
시간 여행이라는 공상이, 이미 무수한 접근이 인류사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호기심의 영역에서 유효한 것은, 많은 것을 손에 쥐었으나(혹은 쥐었다고 
생각하거나), 여전히 시간만은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보잘것없음 때문일까? 
물리적으로 뒤로 되돌리거나, 앞으로 빨리 돌리는 것은 나의 공간에서는 
분명 불가능하나, 시간의 농도를 회피하지 않고, 진하게 맛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 진함이 가득 찬 어둠의 공간에서 이미지는 생성되고, 사라진다. 
사라진 이미지는 다음의 이미지로 대체된다. 정지된 이미지이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축광 종이 이미지는 그 원전인 무빙 이미지의 차원을 향해 
나아가다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이내 사라진다. 

에필로그 

«어제모레» 에 등장하는 영화들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블레이드 러너 제작 

터미네이터 1편에서의 현재이자 제작년도 

12 몽키즈에서의 첫번째 과거

터미네이터 2편 제작

데몰리션맨 제작

터미네이터 2편에서의 현재, 12 몽키즈와 코드명 J의 제작년도 

12 몽키즈에서의 두번째 과거, 데몰리션맨에서의 과거 

블레이드 러너의 현재

코드명 J의 현재 

터미네이터 1, 2편의 미래 

데몰리션맨에서의 현재 

12 몽키즈에서의 현재

1982년 

1984년  

1990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2019년 

2021년  

2029년 

2032년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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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less of the creator’s intent, images become mediums that in�uence 
the memories of consumers throughout their history. As my consciousness 
�ows toward an unknown destination in the stream of time, it wanders 
aimlessly due to countless image-stimulations. Sometimes I get the urge to 
turn off the power switch and �nd eternal respite, but �nd myself sco�ng 
at the suicidal nature of the notion(after all, there is no telling whether 
death would indeed bring eternal rest). Perhaps the only course of action 
that would take hold of this restless stream of consciousness may be to 
completely immerse myself in yet another endeavor.

§
Outdated Future must have begun from such desire to immerse myself 
and focus on an endeavor in the pursuit of respite. When I was slightly 
younger than today, I immersed myself in the darkroom to develop 
photographs—through which I marveled at the wonder of bringing new 
images to life. That darkroom was essentially my own “hyperbolic time 
chamber”

1
 completely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As it is with many 

mediums for creating images, the time spent in the sometimes-boring 
process of creation �ows at an undoubtedly different pace than that of the 
outside world. Although the time in the darkroom seemed to pass by more 
quickly at times, for the most part it was a slow, painstaking process that 
required much patience. But once I passed the threshold of ennui without 
losing focus or patience, many senses that I overlooked previously would 
awaken. The long wait after layering each sheet of �lm and paper until 
they are developed into photographs is really a mind game that keeps me 
occupied with curiosity and high hopes for the soon-to-be-born image. 
At the same time, the wait is a physical reality, a moment wherein one is 
reminded of their bodily existence in the solitude of darkness. Although 
the accumulation of time clearly leaves a visual trail in the �nal image, the 
time spent in the darkroom and the multiple layers of processes that take 
place therein remain solely in the domain of experience. 
In the advent of year 2020, many folks in my generation jokingly remark, 

1 Also known as the “Room of Spirit and Time,” the Hyperbolic Time Chamber was   
featured in Akira Toriyama’s manga series Dragonball. One day spent in the chamber   
equates to one year in the outside world.

어제모레 Outdated Future 
Kwantaeck Park “the year of Wonder Kiddy

2
 is here, huh?” This remark serves as a means 

of retrograding to the days of youth for those who have now aged enough 
to become the backbone of mainstream society. At the same time, the 
remark is a means of deviant escapism through which the speaker 
attempts to transform their present to the “future” they imagined in 
their childhood. Simultaneously, it may be a moment of opportunity for 
self-objecti�cation, albeit unintentionally so. I too grew interested in 
the current times and era once envisioned as “the future,” and began to 
search for other similar “futures” like that of Wonder Kiddy I imagined 
in my childhood. For instance, there was a time when I �ipped through 
the pages of now extinct �lm magazines called Screen and Premiere as I 
memorized factoids about Hollywood actors. Or those R-rated movies that 
I had to watch secretly because I was too young for them. Such nostalgic 
images, however, did not let me simply kick back and enjoy the good old 
days. Rather, the recollection wedged me between th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between what I envisioned as my future self and who I really 
am today, placing me in an eerie state of emotion that �uctuated between 
being nostalgic and terri�ed. Likewise, acute prophecies about the recent 
pandemic that has lasted for months can be found occasionally between 
the clichéd plots and entertainment designed for cheap thrills in sci-� 
movies from the 80s and 90s, although the original creators likely did not 
intend to include such speci�c clairvoyance in their �lms.

§
Outdated Future incorporates footage from Blade Runner (1982), The 
Terminator (1984), Terminator 2: Judgement Day (1991), Johnny Mnemonic 
(1995), Demolition Man (1993), and 12 Monkeys (1995). While each of 
these movies portrays the future in different ways with varying tone and 
manner, they all establish an apocalyptic world view and setting while 
trying to depict humanity’s efforts to overcome such challenges, whether 
they are matters of “human clones,” “arti�cial intelligence,” “trans-humans,” 
or “end of mankind brought by a virus.” Are these apocalyptic scenarios 
imagined, feared, and warned by the retro sci-� �lms something we 
can now brush aside as nothing but obsolete fancies of old? Or are they 
currently in progress? Or do they remain as potential futures?

2  2020 Space Wonder Kiddy is a Korean sci-  cartoon series produced in 1989. 
  The story takes place in a futuristic, outer-space setting in year 2020.



16 17

§
Outdated Future is a project resulting from a process emphasized to 
its extremes due to its inherent inconclusive nature. As I respond to 
countless images, the questions about expressing something through 
a select few images make me rethink how to read between the lines of 
imag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such images, and the situation inherent 
in such images. Moreover, the artistic choice that is ostensibly extended 
to in�nitum due to the use of terms like “time-based media” generates 
new questions about what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determine 
the work’s beginning, end, and appropriate duration. Instead of seeking 
for direct answers, I invite the audience to the very site and processes 
that generated the questions. After all, it would be self-contradictory to 
arbitrarily determine the start and end of something that allegedly deals 
with the concept of time without boundaries.

§
The notion of time travel remains a valid point of curiosity despite the 
myriads of precedent approaches to the concept throughout human 
history. Perhaps this is because we have much in our hands (or think we 
do, at least) and yet are so petty in that we cannot do anything about the 
passage of time. Surely it is impossible to fast-forward or rewind time 
physically in our perceivable domain, yet it is possible to taste the full 
robust �avor of time without evading its concentration. In the dark space 
thus saturated with time, images both come into being and vanish. A new 
image replaces each vanishing image. Although these images are a�xed 
to each moment in time, the images on phosphorescent paper continue 
to change with time towards the dimension of their paragon, the moving 
image, only to vanish when they fail to climb over that dimensional barrier.

1982 
1984 
1990
1991
1993 
1995 

1996
2019
2021
2029
2032
2035

Epilogue 
The years represented in Outdated Future are as follows: 

The year Blade Runner was produced
Present day in The Terminator and the movie’s production year 
The �rst past shown in 12 Monkeys
The production year for Terminator 2
The production year for Demolition Man
Present day in Terminator 2; production year for 12 Monkeys and 
Johnny Mnemonic
The second past in 12 Monkeys; the past shown in Demolition Man
Present day in Blade Runner
Present day in Johnny Mnemonic
Present day in Terminator 1 & 2
Present day in Demolition Man
Present day in 12 Mon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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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에는 약 8분 19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의 빛과 신체에 와 닿는 빛 사이에는 엄연히 
시차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과 감각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인식한다. 현재 혹은 오늘이라는 개념이 갖는 시간의 감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는 구별된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시간은 어떠한가? 분침과 초침이 나누는 
분절의 경계를 따르다 보면, 지금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될 것이고 미래는 
현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8분 19초 전에 출발한 햇살을 동시에 발생한 
듯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에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베르그송의 “지속(duree)” 개념에 따르면, “현재는 즉각적 과거와 근접 
미래로 이루어진 얼마간의 지속의 두께에 해당한다.”1

 
이렇게 지속성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공을 
이해하는 예술적 개념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모네가 루앙 성당에 
투사된 빛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의 경과를 다채로운 색채의 표현으로 
수십여 폭의 캔버스에 담아냈다면, 입체파는 고정된 화면에 다시점 기법을 
이용하여 지속되는 시간을 한 장면 안에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 하나의 
이미지에 다층적인 시간을 담기를 시도했다. 또한 동적인 시간의 경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지속되는 시간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시간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미지에 담긴 시간의 범주도 계속해서 변해갔다.

 
박관택 작가는 이미지의 속성에 천착해 이를 사유하고 감각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탐색해 왔다. 예를 들어 플립북 형태의 드로잉 묶음을 벽에 
설치하고, 선풍기를 이용해 2차원의 이미지에 움직임을 부여하거나(<마음의 
속도>, 2017-2019), 투명 잉크로 흰 벽에 드로잉 한 후 UV 라이트 손전등을 

이미지에 담긴 시간의 두께를 감각하기

1 임정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방문>을 통한 회화의 시간성 연구」, 『현대미술사연구』 3, 1993. 3. 147- 

 148쪽, 황인욱,  「베르그송의 순수 지속과 생성으로서의 시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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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여백: Spinoff from the facts», 

2019) 등 이미지의 속성을 감각하는 다채로운 방식을 제안해 왔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작가는 비물질의 이미지에 물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미지에 
담긴 시간의 속성에 질문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매개하여 개개인의 기억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에게 이미지는, 특히나 이미지의 생산과 소비가 
범람하는 동시대 환경에서, 여러모로 질문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인 
것이다. 

 
작가는 다시 한번 ‘어제모레’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의 전시를 통해 이미지가 
담고 있는 시간에 대해 묻는다. 얼핏 전시 제목을 보면 어제와 모레,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제와 모레 사이에 쉼표를 두지 
않은 뒤섞인 시제의 이 한 단어는 어제인 모레, 그러니까 과거인데 미래인 
합성된 혹은 지속된 시간을 호명한다. 이렇게 호출된 시간은 이 전시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분절을 벗어나 지속의 개념을 따라 도톰한 두께의 
시간을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묘연한 제목만큼이나 전시장은 온통 암흑이다. 눈이 조금 적응하면 이내 
어둠 속에서 저마다 다른 강도로 발광하는 이미지의 타래들이 떠오른다. 
이미지의 흐름을 따라 흐릿한 빛을 조심스럽게 더듬듯이 몸을 천천히 
움직여본다. 낯익은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어딘가 분명치 않고, 또 
장면의 개연성을 찾기도 어렵다. 다만 이따금 현실의 면면을 꿰뚫는 듯한 
대사들이 주목을 끈다. 여기 펼쳐진 이미지들은 80-90년대에 제작되어 

2020년대 전후를 그린 SF 영화 여섯 편2에서 작가가 추출해낸 것들이다. 
유리창이 폭발하는 장면이나 주인공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장면 등과 같이 

SF 영화의 클리셰로 꼽히는 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한편, 핵전쟁이나 전염병 
등 과거가 그렸을 디스토피아의 모습들이 때때로 현재의 상황과 기묘하게 
포개지며 묵시록적인 감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30여 년의 시차를 넘어 
현재에 놓인, ‘어제모레’가 되어버린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당 이미지가 생산된 시절의 향수일 수도, 과거가 그린 현실의 기시감일 
수도 있겠다. 이미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보는 사람의 인식과 

경험(문화적 맥락)이 어떤 방식으로든 작용한다고 믿는 작가는 일련의 
이미지 추출과 편집 과정에서 “현재를 가늠하기 위한 서사적 레퍼런스로만” 
이미지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했다고 한다.3 물론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주관적인 기억과 
연상이 작용했지만, 그에게 추출된 이미지는 특정 시간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아닌 “기억을 흔드는 매개”이자 관객의 기억 속에서 각자의 서사를 
이끄는 트리거다.4

 
따라서 작가는 이미지를 둘러싼 집단 기억이 존재할 만큼 충분히 대중적인 
영화를 선택하여, 전시장 안에 편집하듯 이미지들을 벽과 벽을 잇는 선을 
따라 나열하고, 나열된 이미지의 타래와 관객의 기억이 조우하는 상황을 
만들어두었다. 이러한 나열은 관객으로 하여금 이미지에 표지된 시간을 
마치 잇따른 현상으로 수용하게 하면서, 추출되어 나열된 이미지들이 시간 
흐름의 계열을 벗어나 있음을 지각하면서도 동시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수용하게 한다. 그 결과 이미지에 담긴 과거가 되어 버린 미래와 추동된 
관객의 연상 기억은 교차하며, 이미지가 담고 있던 ‘어제모레’의 시간과 
겹쳐져 과거의 미래가 현재 또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 뒤섞인 시간을 
드러낸다. «어제모레»는 이렇게 이미지에 담긴 시간과 기억 사이에서 
드러나는 다층적인 시간에 대한 인식의 경계를 가시화한다.

 
또한 작가는 전시장에 퍼포머를 개입시켜 이미지에 담긴 시간의 속성을 
전시의 시간에 적용하기를 시도한다. 이미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며 
그 속성을 탐구해왔던 작가는 이번 전시 자체를 시간에 기반을 둔 매체, 
퍼포먼스로 제안한다.5 전시장 한편에는 노광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퍼포머는 주어진 규칙과 시간에 맞춰 축광 종이에 빛을 노출시켜 이미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전시장 안에 나열하는 기계적인 
행위를 반복 수행한다. 단순한 요소처럼 보이는 퍼포머의 등장은 이미지를 
단순히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한 장 한 장 순차로 설치하여 시간의 존재를 

2 블레이드 러너(1982), 터미네이터 1, 2(1984, 1991), 코드명 J(1995), 데몰리션 맨(1993),   

 12 몽키즈(1995)

3 2020 청년작가전 III 퀀텀점프 «어제모레» 리플릿 내 작가 노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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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퍼포먼스는 전시 기간 내내 진행되지 못하고, 몇 차례로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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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흐름을 전시 속에 만들어낸다. 퍼포머의 이런 개입은 
우리로 하여금 두 층위의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이미지에 표지된 시간과 
관객의 기억이 조우했던 인식적인 층위가 하나를 형성한다면, 다른 하나는 
퍼포머가 가시화한 전시장에 담긴 경험적 시간이다. 한편, 두 층위의 시간 
모두 불연속적이며 단발적인 속성을 갖는데, 전자로서는 몽타주된 필름 
스틸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겠지만, 여기에는 작가의 의식적인 연출이 더 
크게 작용한다. 작가는 완성된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장치와 퍼포머를 전시장에 끌어들인다. 종이가 노광 
장치 안에서 20초가량 빛에 노출되며 만들어진 이미지는 빛을 머금고 
있다가 반대편에 다른 이미지가 채 놓이기도 전에 서서히 빛을 잃고 이내 
사라진다. 따라서 전시장에는 이미지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하며 시간의 
공존, 순환을 다층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작가는 순차로 배열된 이미지의 
생성과 소멸 과정 자체를 전시에 펼쳐 놓음으로써 빛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시간의 두께를 무한으로 확장하기를 시도하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무화된 상태의 감각을 전면적으로 가시화하며 시간의 유동성과 
수행성을 한층 강조한다.

 
한편, 흐르는 필름 스틸과 같이 퍼포머에 의해 매우 느린 속도로 
생성·소멸되는 이미지의 흐름은 기억에 기반을 두고 인식되는 시간과 전시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고, 시각적으로 이미지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적인 시간의 교차를 통해 인식, 경험적으로 확장된 시간은 이내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축광 종이에 출력된 일시적인 
이미지는 정지된 화면에도 불구하고 머금은 빛을 내뿜는 시간 동안 시간의 
두께를 지켜내려 애쓰지만, 이내 그 시간의 범위의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6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된 시간이 있다. 작가가 퍼포먼스로서 
의도적으로 펼쳤던 전시장에서 흐르는 시간, 퍼포머가 쌓아 올린 이미지의 
시간이다. 여기에서 조슬릿이 살아있는 매체로서의 회화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조슬릿은 동시대 환경에서 회화가 갖는 이미지의 속성을 
다시금 논하며, 명시적으로 시간을 다루고 저장하는 매체와 달리 “회화는 
시간에 대해 표지하고, 저장하고 스코어링 하고 추측한다”라고 정의한다.7 

그의 정의는 모던 회화의 이미지가 표지하는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동시대 환경에서 이미지를 저장, 순환, 축적하는 방식을 따라 회화가 
캔버스라는 지지체를 벗어나 논의될 수 있음을 말한다. 회화는 화면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행위자와 조우하면서 표지된 회화의 시간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저장, 재배치(스코어링) 되면서 확장되는 현상들을 통해 
회화(이미지)의 시간을 다시 바라본다. 여기 회화의 자리에 ‘어제모레'가 
표지된 이미지를 스코어링 하던 전시의 시간을 대입해 본다. 퍼포머의 
반복 행위를 통해 생산되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미지 생산은 언뜻 경제성이 
중시되는 동시대의 생산방식과 대치되는 듯하지만, 속도와 장치의 차이일 
뿐 이미지의 시간이 사유되고 공유되는 그 속성을 보자면 조슬릿이 전제한 
이미지의 생산, 공유, 순환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조슬릿이 의미한 
것이 회화의 시간을 디바이스를 이용해 손안에 저장하고 스코어링 하는 
것이라면, 박관택이 제안한 것은 손안이 아니라 전시장 속에서 신체를 
이용해 표지된 시간을 표류하고 이동하며 시간을 오롯이 감각하는 물리적인 
경험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이미지를 사유할 때, 사유자의 지각 
활동을 강조하는 작가의 태도는 비물질화된 이미지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에 
대한 우회처럼 읽히기도 한다. 

 평론

 박가희,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큐레이터. 현대미술이론을 전공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전시를 하나의 매체로서 간주하고, 큐레이터의 질문과 

문제의식이 주제나 지식의 차원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질문과 

문제로 전이되는 앎의 사건(event of knowledge)을 촉발하는 전시의 

수행적 실천에 관심이 있다. 최근에는 큐레토리얼 실천으로서 과거의 

전시들을 아카이빙, 연구, 맥락화하는 연구소, "전시미분사"를 조직하여 

전시의 역사와 담론을 통해 다양한 미술의 역사 쓰기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전시로는 «오작동 라이브러리»(2014), «리-플레이: 4개의 플랫폼 & 

17번의 이벤트»(2015), «SeMA 전시아카이브: 읽기쓰기말하기»(2016), 

«불협화음의 기술»(2017) 등이 있으며, 동료 기획자 전효경, 조은비와 함께 

『스스로 조직하기(Self-organised)』(2016, 미디어버스)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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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비드 조슬릿, 「(시간에 대해) 표지하기, 스코어링 하기, 저장하기, 추측하기」, 『평행한 세계들을  

 껴안기』, 2018,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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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from the Sun is said to take about 8 minutes and 19 seconds to 
reach the Earth. Although there is a clear time difference between 
the sunlight we see with eyes and the sunlight that reaches skins, we 
perceive what we see and what we sense to be the same. How can we 
explain the sense of time behind the concepts of today and tomorrow? 
Does the present exist as a singular instance, separated from the past and 
future? What about time in which we actually experience and perceive? 
If we follow the boundaries divided by minutes and seconds, the present 
will already become the past, and the future will become the present. Just 
as we perceive the sunlight produced 8 minutes and 19 seconds ago as 
something instantaneous, the past and future coexist within the present 
that we experience. According to the concept of duree by Henri Bergson, 
“The present is the certain depth of continuation between the immediate 
past and the imminent future.”1
 
The method of understanding time through its continuity greatly 
impacted artistic concept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f Claude Monet contained the passing of time seen through 
how light penetrates the Rouen Cathedral using rich and varied colors on 
multiple canvases, Cubism attempted to contain the continuation of time 
using a multi-view technique on a �xed frame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encompass multiple layers of time in a single image.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new meda that can contain the dynamic passing of 
time allowed us to be able to express the continuation of time that we 
experience in a more explicit manner. Likewise, the category of time in an 
image continues to shift following the development in the concept of time 
and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Kwantaeck Park delves deep into the ways of sensing and speculating 
the attributes of an image from the various perspectives. For example, he 
suggested various methods of "sensing" the attributes of an image such 
as installing a group of drawings in the form of a �ipbook onto the wall 
and animating the two-dimensional images using an electric fan(Velocity 

Sensing the Depth of Time in an Image

1 Jung-eun Lim, "A Study upon Time in Painting: D. Hockney's A Visit", Journal of History of Modern 

 Art 2, 1993.3, pp.147-148, In-wook Hwang, Bergson's Pure Duration and Time as Becoming, 2018

Gahee Park



48 49

of Minds, 2017-2019), and drawing on a wall using transparent ink and 
designing it so that the image can be seen using a UV �ashlight (Yeobaek: 
Spinoff from the facts, 2019).  Through these attempts, Park breathes life 
into static images, questions the property of time contained in an image, 
and recollects individual memories using images as a medium. For him, 
an image is an object for questioning and exploration, especially in the 
modern-day world wher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images 
over�ow. 
 
He once again questions time contained in an image through Outdated 
Future, his new exhibition with a rather awkward name. At a glance, one 
might take the title to be rather contradictory and ask, "How can the 
future be outdated?" If you take a closer look, however, these two words 
are complementary—in other words, time that is integrated or continuous 
that is both the past and the future. The summoned time implies that the 
exhibition covers a considerable depth of time following the concept of 
continuity beyond the segmentation of time called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Just as awkward the name is, the gallery is completely dark. As your 
eyes get used to the darkness, you can start observing the branches of 
images shining at various intensities. Move your body slowly following 
the �ow of the images, trying to grope carefully the faint light that can be 
seen. Familiar scenes catch your eyes, but are somewhat uncertain, and 
it is di�cult to �nd any connections between the scenes. However, the 
lines that seem to pierce all aspects of reality catch your attention. The 
images spread out here are selected from sci-� movies produced in the 
1980-1990s but envision the 2020s. While it consists mostly of common 
sci-� cliches, such as glass shattering and nude scenes, dystopian 
societies imagined in the past affected by nuclear war and epidemics 
are sometimes oddly relatable to the world we live in, producing an 
eerie feeling of an apocalypse. What does an Outdated Future mean, 
an image left in the present skipping over 30 years of time? Some may 
think the image would act as nostalgia for the time period when the 
images were created, or some may perceive that it is rather the deja vu 
it creates. Through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consuming the image, 
Park believes that the perspective and experience of the viewer (in a 
cultural context) will function one way or the other. Therefore, instead 
of approaching an image merely as a “narrative reference to assess the 

present” during the series of image extraction and editing, he strove to 
use this to create an all-new image. Of course, the subjective memory 
and recollection of the artist were in place; for him, however, the images 
that are extracted are not a waypoint to a speci�c time, but a “medium 
stimulating memory” and a trigger that brings out the individual story 
from the viewers.
 
Therefore, the artist chooses movies that are popular enough for the 
audience to have some collective memory of the image, arranges the 
images along the line that surrounds and connects wall to wall, and sets 
a situation so that the memories of the viewers and the arranged images 
can meet. This arrangement makes the viewers feel the time indicated 
on each image as a successive phenomenon; although aware that the 
extracted and arranged images are free from the a�liation of the �ow 
of time, they embrace the time from a simultaneous perspective. As a 
result, the future that has become the past and the colliding associative 
memory of the viewer converge, overlapping with the timeline of the 
Outdated Future that the image contains, displaying the future of the past 
becoming mingled by changing into the present or the distant past. Like 
this, Outdated Future materializes the boundaries of the perception of 
multi-layered time existing between the time and the memory contained 
in an image.
 
The artist involves a performer in the gallery to apply the properties 
of time within an image to the time of the exhibition. He, who has 
observed images from a new perspective and researched its properties, 
suggests this very exhibition as a time-based medium, a performance.2 
There is exposure equipment in a corner of the exhibition, with the 
performer exposing light to the re�ective paper according to the 
given rules and time and repeatedly arranging the produced images in 
order. The introduction of a performer who seems like a mere element 
of the exhibition allows him/her to go beyond simply showcasing the 
images to producing a different �ow and the sensing of existence of 
time by arranging the images in order, one by one. The involvement of 
a performer allows us to experience two different layers of time. If a 
cognitive layer of time where the time and memories of the viewer meet 
makes up one layer, the other layer is an experiential layer contained in 

2 Due to various conditions, the performance was carried out not throughout the exhibition period  

 but by being reduced to a couple of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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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hibition space realized by the performer. On the other hand, the 
time in both layers has the property of being discontinuous and singular. 
The former would be inevitable due to it being a �lm still montage, but 
the deliberate direction of the artist has a greater impact. The artist 
involves the performer in the gallery to show not a complete image, but 
the process of how images get created and disappear. The image created 
by exposing the paper inside the exposure equipment for about 20 
seconds contains light and starts to wane gradually and disappear before 
a different image is installed on the other side. Therefore, inside the 
exhibition space, the creation and disappearance of images are repeated, 
presenting the coexistence and circulation of images from a multi-
layered perspective. The artist attempts to expand in�nitely the depth of 
time even if the light disappears by spreading the process itself of the 
creation and disappearance of images arranged sequentially and realizes 
the sense of atomization of the concept of past, present, and future at the 
same time to emphasize further the liquidity and performativity of time.
 
The �ow of an image that gets created and disappears very slowly due to 
the performer like a �owing �lm still and the time that is expanded due to 
perception and experience by moving one's body in the exhibition space 
and time based on one's memory and the intersection of experiential time 
that is physically experienced seemed to be showing its limits. Although 
the temporary image shown on the re�ective paper is a still image that 
struggles to protect the depth of time while exerting its storage of light, 
it soon displays the limits of the boundaries of its time.3 Here, however, 
there is a time that has been overlooked. The �owing time that the artist 
purposely displayed in the exhibition space through a performance—it 
is the time of the image that the performer has established. Let’s take 
a look at the part that David Joselit mentioned about paintings as a 
live medium. Joselit de�nes painting as “marking, scoring, storing, and 
speculating (on time), ” compared to mediums that explicitly handle and 
store time, discussing the properties of the image that paintings have in 
the contemporary environment.4 His de�nition acknowledges the limits 
of displaying time in modern paintings, including the fact that paintings 
can be discussed beyond the limits of a physical canvas according to 
the method of saving, circulating, and accumulating images in the 
contemporary environment. Paintings meet the viewer, who perceives 

and experiences the screen; as the time of the painting is expanded as 
it is saved and scored through digital devices, the time of the painting 
(image) is rediscovered. We will substitute the image titled Outdated 
Future with the time of the exhibition scored in the place of the painting. 
The image production through analogue methods by the repeated actions 
of the performer seems to be in sharp contrast to the contemporary 
production methods that value economic feasibility; if we look at the 
properties of ownership and sharing of images, however, it is merely a 
difference of speed and the type of device, wherein it coincides with the 
method of producing, sharing, and circulating images from the premise 
of Joselit. If what Joselit implied was saving and scoring the time of 
a painting in your very hands via digital devices, what he may have 
suggested is that you can expect a more physical experience, drifting 
through the displayed time inside the gallery with your body and feeling 
the sense of time. When you speculate an image, the artist’s attitude of 
emphasizing individual perception may be interpreted as a detour on the 
method of how dematerialized images are produced and consumed.

3 Artist's note

4 Joselit, David. "Marking, Scoring, Storing, and Speculating (on Time)." Sternberg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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