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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분 늦게 도착 
진행자와 인사 후 
화장실에 간 다른 관객 기다림.

2. 라커룸에 옷과 짐을 보관

3. 뱃고동 소리에 작품 운송 엘리베이터에서 ‘휘파람호’ 침대 등장.
진행자 소개 뒤 동그랗게 다섯이(진행자 세명, 참여자 2명) 모여 몸풀기.
날개쭉지 근육통이 있던 나는 몸을 가볍게 풀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작은 ‘휘파람호’에 탑승. 
출발. 작년 자전거 사고 때 병원에서 침대에 실려다니던 편안함이 생각남.     

0. 늦어서 정동교회길을 열심히 뛰어갔다. 
어제부터 심해진 근육통
12월 중순경 이 전시를 

4. 미술관 천장을 보며 이동 

5.
7-1 작품 사이를 돌아 돌아  

6. 덜컹, 전시장 진입 문턱이 온 몸으로 느껴짐. 

7. 영상을 발로 차는 느낌. 
내 발과 전시장 벽이 걱정됨. 
내 발로 서서 걸을 때 안전거리를 
무의식적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었나 싶다. 

8. 그래도 세상 편하다. 

9. 거울을 발로 차는 것 같은 불안감.

10. 조형물이 너무 가까워서 
landscape 같음.

12. 오른팔이 전시장 벽을 스치며 뒤로 이동
      ‘앗 내 흰 스웨터...빨면 되지 뭐.’ 

13. 벽에 걸린 대형 사진을 팔로 스치며 이동
      벽과는 다른 질감의 차이가 크게 느껴짐.

14. 그림 아래에 멈춰서 안내자가 씌워준 
      헤드폰으로 휘파람 소리. 

15. 진열대 아래로 들어갔다 나올 때
      빛을 받은 유리 위 먼지들을 봄. 
      2016년, MoMA에서 Nina Katchadourian이 작업한 
      Dust Gathering이 생각남.

16. 폐허더미 너머에 
      진행자가 볼에 
      흑칠을 하고 동물같은
      움직임으로 등장 
 

18. 씌워준 헤드폰으로 영상 소리를 들음. 
      주변 상황을 살피느라 소리에 집중하지 못 함.
 

17. 누워서 이동하는 
      나를 보는 다른 관객들이 보임.

19. 다른 참여자와 나란히 진열대 안으로 들어감.
진행자 허윤경이 진열대를 두드리고, 빠져나가는 참여자들의 
발등을 터치함.

11. 천정의 돌 메단 작업
      이전에 관람할 때 
      있는 줄도 몰랐다.

20. 씌워준 헤드폰으로 영상 소리를 들음.

21. 출구 복도로  나가는가 하더니
      멈춰서 진행 자가 내 팔을 꺼내 
      바닥에 놓인 돌을 만지게 함.
      한파로 인한 등 근육통이 심하게 
      느껴져 소리를 냈다.

22. 입구 문턱으로 덜컹, 통증, 긴장한 몸

23. 어두운 영상 방에서 
      진행자가 구석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다.

24. 벽에 붙은 드로잉들을 보느라 눈과 고개가 바삐 움직임.

25. 이전 관람시 간단하게 봤던 영상 더 간단하게 봄.

26. 초록 천에 그려진 드로잉이
      바람에 나부낀다. 아름답다고 
      생각. 우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하게 느껴짐. (나중에 
      보니 바닥면으로만 불어서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은 일반 관람시 바람을 
      느낄 수 없음.) 

27. 멍때리고 있는 사이 비닐 파티션 안에
      도착. 진행자가 비닐 아래로
      들어와 내 몸을 넘어감. 
      눈을 마주쳐서 살짝 미소.  

28. 의자에 올라온 진행자. 베개를 빼고 
      손잡이를 내리는데 근육통이 심하게 느껴짐.   

29.진열대 밑으로 통과.  

30. 모니터 밑으로 지나가면서,
      강물 3채널 영상이 다른 각도로 보인다..
      진행자가 옆에서 바닥에 쓰인 글귀를 읽어줌. 

31. 어망을
      멍하니
      바라봄.

32. “급류 구간입니다.” 
      매우 빠르게 질주. 

33. ‘오 정말 빠르다.’

34. 또 베개를 빼는데 등 근육 정신 빠지게 아픔.
      천정 조명 눈부심

35. 모니터 뒤로 들어감. 뒤로 튀어나온 피스를 보니 근육통이 더 많이 느껴지는 듯.
      아까 천정 조명 잔상으로 초록색이 아른아른. 

36. 다시 베개
      벰.

37. 조형물 뒤로 이동하면서
      접힌 패널을 열어 통로 확보. 

38. 덜컹

39. 전시 오픈 초반에 왔을 때 
      심했던 카펫 냄새가 많이 가셨다.

40. 거꾸로 메달린 사람과
내 몸 상태와 비슷하게 느껴짐.

41. 거울로 세 작품 보여줌.
      이전에 본 조형물의
       세밀함을 상상함. 

42. 다시 거울로 
      작품을 보여줌.

43. 잠시 입구 근처에서 다른 
      참여자와 모인 뒤 
      전시장 밖으로 이동 .

44. 계단 밑에 정박.
      천천히 내려옴.

45. 테이블로 안내 받아
간단한 소감 부탁받음. 
나중에 메일로 전하기로 약속.

46. 지나온 동선을 되짚어보기 위해 다시 들어가봄.

2:50

약 3:30

전시명 : 미래과거를 위한 일 
전시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1층 
전시 일정 : 2017년 12월 12일 ~ 2018년 3월 4일

 No. 1
참여자 : 이은재
참여일 : 2018년 2월 6일 
참여 시간 : 14시 05분 ~ 14시 50분(45분)
기타 사항 : 2017년 12월 13일에 가볍게 전시 관람 한 적이 있음. 
                등 근육통. 
기록일 : 2018년 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