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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작품들은 작가가 산책을 하며 
느낀 감정을 담은 시리즈이다. 걷는다는 행위는 시간, 
장소, 목적에 따라 여러 의미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쪽으로 또는 저 쪽으로 걸을 수 있으며, 혼자 걷기도 
하고 함께 걸을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의 
일부는 걷기로 구성 되며, 걷기는 꽤 많은 의미를 가
진다. 

김찬송 작가의 걷기는 도시를 알기 위해 시작되었다. 
작가는 프랑스에 처음 도착했을 무렵 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공원과 식물원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 곳
의 이국적이면서 자유로워 보이는 식물들은 아프리
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곳에서 계획적으로 데려와 조
성한 것이었다고 한다. 오래전 진귀한 것이 도착하고, 
다시 여러 겹의 시간이 쌓여 마치 처음부터 그 곳의 
모습인 듯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든 것이다. 매일 다양
한 국가와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하고 그들
이 도시를 걷는 동안, 그 도시의 구성원이 되고 도시
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에게 여기 저기 걸어보는 일은 앞으로 지내게 될 
낯선 도시를 향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그 곳에 스며드
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리베카 
솔닛의 문장들이 작품 위로 겹쳐지곤 했다. 리베카 솔
닛은 <걷기의 인문학> 에서 “길을 걸으며 자기 몸의 
힘을 느끼는 경험, 집 밖에서 집처럼 편하게 느끼는 
경험, 스스로를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경험, 
낯선 사람들과 공존하는 경험” 에 대해 이야기 한다.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
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이라고도 말한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긋는 한 획도 걷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구성하는 붓의 획들이 마음을 따라 
여러 방향으로 쌓이며, 캔버스 위에서 서로 어우러지
기도 하고 경쟁하듯 부딪히기도 하는 순간들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그저 하나의 풍경같은 그림은 수많은 
붓의 ‘걷기’ 들로 이루어지며, 한 획의 ‘걷기’ 는 작품
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자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이 한 권의 책 또는 하나의 문장이라면 한 번의 붓질
은 ‘단어’ 와 같은 것이다. 새로운 획은 언젠가 경계가 
흐려지며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어떤 것은 당연한 듯 
사라지기거나 떠돌게 된다. 

우리의 걸음도 삶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삶에 대
해 알아가는 일이 아닐까. 김찬송 작가의 작품들과 함
께 걷는 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
겠다. 우리의 산책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삶의 많은 
경계들을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큐레이터 정지연

걷는 단어들

The works showcased in this exhibition consti-
tute a series reflecting what the artist felt while 
taking walks. Depending on the time, location, 
and purpose, the act of walking can mean many 
things. We can walk this way or that way and 
can walk alone or together. A part of our lives 
consists of walking, in one way or another, and 
walking has quite a lot of meanings.

Artist Kim Chansong started walking in order 
to get to know a city. When she first arrived in 
France, she was captivated by beautiful parks 
and botanical gardens as she walked down the 
streets. However, the exotic and seemingly free 
plants there had been systematically brought 
from places such as Africa and South Ameri-
can and raised. In other words, rarities arrived 
long ago, and many layers of time accumulated 
again, thus creating natural scenery as if those 
rarities had been a part of the place from the be-
ginning. Just as new people arrive from diverse 
countries and regions every day and become 
members of the city as they walk in it and the 
city is newly created, that is.

To the artist, the act of walking here and there 
must have been a question directed at the un-
familiar city in which she would be staying for 
some time and, at the same time, the act of 
immersing herself in the place. While prepar-
ing this exhibition, she often found sentenc-
es from Rebecca Solnit overlapping with her 
works. In Wanderlust: A History of Walking, the 
author speaks about the experience of feeling 
the strength in one’s own body, the experience 
of feeling as comfortable outside one’s home as 
at home, the experience of feeling that one is a 
member of society, and the experience of co-
existing with strangers as one walks down the 

street. She also states, “The rhythm of walking 
generates a kind of rhythm of thinking, and the 
passage through a landscape echoes or stimu-
lates the passage through a series of thoughts.”

In the artist’s view, a brush stroke made on the 
canvas, too, is like the act of walking. The brush 
strokes constituting the paintings accumulate 
in various directions according to her mind, and 
her works are about moments at which brush 
strokes commingle or collide, as if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on the canvas. A paint-
ing that merely seems like a scene consists of 
countless “walks” by the brush, and a brush 
stroke of a “walk” is the minimal unit consti-
tuting the works and, at once, holds meanings 
in its own way. In other words, if a painting is a 
book or a sentence, then a brush stroke is like a 
word. New brush strokes become blurry at the 
edges with time and become natural, and some 
come to disappear or to wander as if it were a 
matter of course.

Perhaps our steps, too, are questions about life 
and, at the same time, acts of getting to know 
life. I hope that artist Kim’s work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act of walking. I 
anticipate that our walks will hold new mean-
ings and be able to cross over many boundaries 
in life.

 - Curator Jiyeon Jeong

Walking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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