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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작업하는 설치 비디오 작가 하

차연이 독일에서 '스위트홈'이란 표제로   

전시회를 한다. 스위트홈을 제목으로 내

걸지만 그의 스위트홈은 색다르다. 

스위트홈은 비닐봉지로 시작했다. 비닐

봉지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일회성 

소모품이란 특성을 갖지만 세계 각지 친

구들에게서 비닐봉지를 배송 받아 작업

을 시작할 때 작가는 비닐봉지가 전해주

는 그리움을 느끼기도 했다. 

자신의 작업을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

정으로 보는 작가는 또한 노숙자들이 열

심이 자기의 비닐봉지와 가방을 챙기고 

그 속에 사물을 꾸역꾸역 넣는 모습과 

노숙자들이 쉼터가 철거될 때 그 소지품

들이 사정없이 파괴되는 장면에서 남이 

보기엔 별 것 아닌 사물이 그와 관계된 

사람과 연결되는 관계에 시선이 간다.   

하차연의 스위트홈은 바로 그러한 개인

의 정체성이 머무는 곳이다. 

스위트홈은 떠도는 사람들이 달콤하게 

꿈구며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언제나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자리다.   

노숙자에게는 가방 하나가 그의 스위트

홈일 수 있고, 세느 강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꽁꽁 짐을 싸서 나무 위

에 보관하는 것 또한 노숙자의 정착과 

생활의 순간이다. 그런 점에서 하차연의 

스위트홈은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하겠다. 

하차연의 작업에 기저가 되는 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메트로폴 파리에서 집 구

하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한 기억도 있

다. 노숙자에 대한 시선에는 연민과 시

혜의 감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동류의 

느낌으로 이 세계화된 지구를 유랑한다

는 의식이다. 

파리에서 세느강변 노숙자들이 완전히 

철거당하기 전에 그곳에서 거의 기거하

다시피 하면서 기록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노숙자들과의 그러한 동류 의식이 

때문이라 하겠다.  

하차연을 전시초대한 벤트하임 미술협회

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갈수록  더 첨예

화될 사회문제를 다루면서도 사회학적 

정열을 과도하게 표출하지 않고 꾸준하

고 담담하게 작업하는 작가정신을 전시

초청 이유로 삼았다.    

전시가 열리는 곳은 쿤스트베겐(Kunst-

wegen) 루트의 벤트하임이다. 여행과 

예술의 결함을 위한 프로젝트로 구성된 

쿤스트베겐(Kunstwegen)이 시작하는  

곳이다. 11일 저녁에 개막식, 12일 토

요일 늦은 오전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아

침식사가 있고 그 후 주변 경관을 둘러

볼 수 있다. 전시기간이 끝날 때면 자료

집이 나올 예정이다.

하차연은 프와티에, 님므, 브라운슈바이

크에서 공부를 하고 크리스티안 뫼부스 

교수를 비롯 여러 교수와 작가를 사사

했다. 국내외에 두루 중견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서 다수 초청전

시를 하며 방송을 통해 작품세계가 여러 

번 소개되었다. 

전시일정:
2011. 2. 12 - 4. 24
개막식: 2. 11. 금 20시
작가와 함께하는 아침식사: 12일 토 11
시 30분
전시장 문여는 시간: 수-토 15 - 18 
시, 일 11 - 18시

문의:

Kunstverein Grafschaft Bentheim

Hauptstr. 37, 49828 Neuenhaus

++49 (0) 59 41 / 9 80 19

h t t p : / / w w w . k u n s t v e r e i n -

grafschaft-bentheim.de

하차연의 스위트홈 ...........Ha Cha Youn - Sweethome
세계화 사회 속 유랑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 

얼룩말이 있는 모자

세계에서 가장 큰 농수산품 전시회라는 

베를린 녹색주간(농수산물 세계박람회)

에는 독일 내 각 주에서 전시대를 설치

하고 농수산품 외에 여행상품과 지역관

광안내를 한다. 

전시회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농사체험

과 지역별 소시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특산물과 관광 휴양 상품을 소개받는

다. 여기 메클렌부르크 포폼메른은 수 

년 전부터 한국여성이 특별한 의상을 

차리고 나와 지역을 선전하여 화제다. 

메클렌부르크 포폼메른 주 중에서도 폴

랜드와 사이에 두고 있는 슈테티너 하

프 호수바다 부근 위커뮌데의 "폼메른

뮐레" 호텔, 일명 '풍차 호텔'의 정명열 

사장이다. 

매년 그 해 지역 관광정책 중점사업안

에 따라 자전거와 사슴, 수풀 등을 장

식으로 하여 그 해의 모자를 따로 만들

어 쓰고 나오는 정 사장은 올해도 3킬

로그램 넘는 모자를 이고 지역 관광을 

선전하며 동시에 자신이 경영하는 풍차 

호텔도 선전하는 효과를 갖는다. 올해

는 모자에 얼룩말을 태우고 나왔다. 

정 사장에 따르면 이제는 단골 손님들

이 생겨 녹색 주간이 되면 메클렌부르

크 포폼메른 주 전시대에 정 사장을 보

러 와서 그 해의 인증샷을 찍어가곤 한

다. 지금 경영하고 있는 풍차호텔은 

20여 년 전 오랫동안 폐허가 된 네덜

란드식 풍차를 사들여 개조해 호텔로 

만들었다. 

요트를 타러 오거나 관광이나 요양을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

다. 독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다는 우

제돔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베를린에서 위커뮌데로 가려면 파제발

크(Pasewalk)란 도시에 내려 차를 

갈아타야 한다. 두리번거리다 길을 물

으면 무뚝뚝해 보이는 현지인이 아시아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반색 하며 위커뮌

데 풍차호텔에 가는 거냐고 묻는다.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