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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공간 루프, 레스 김태균 개인전: 로우틴스타 개최 

오프닝: 4월 4일(목) PM 6:00 / 대안공간 루프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Raw과 이상Star, 그 사이에서 발견한 젊음과 생기Teen 

똑딱이 카메라로 포착한 가공되지 않은 젊음의 에너지 

 

대안공간 루프는 4월 4일부터 5월 1일까지 <레스 개인전: 로우틴스타>를 개최한다. 레스Less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갖는 현실Raw과 이상Star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층위를 사진에 담는다. 

전시의 제목 <로우틴스타Rawteenstar>는 80년대와 90년대 젊은 셀러브리티를 일컫는 ‘하이틴스

타Highteenstar’라는 대중문화의 표현을 차용했다. 작가는 한국의 소도시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그 풍경과 청년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 전시는 가공되지 않은Raw 현실의 Teen이 꿈꾸는 이상

과 현실 사이의 교집합을 보여준다. 똑딱이 카메라의 미감을 활용한 작가의 사진들은 지나간 과

거에 대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신, 우리 내면에 늘 존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다시 포착한

다. 

 

패션 포토그래퍼이기도 한 LESS는 일로써 종종 아이돌을 촬영한다. 세팅된 스튜디오, 이상적인 이

미지가 요구되는 판형 속의 스타는 어쩐지 자신을 둘러싼 겹겹의 관심들로부터 해제될 때 생기를 

보이는 듯했다. 우연히 들른 낯선 지방에서 작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보았다.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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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 않는 듯 관심이 죽어있는 한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작가는 또 다른 생기를 만난다. 소도시에

서 만난 젊음은 대도시의 무장된 스타와는 사뭇 다르다. 살아있는 것이 없는 듯한 거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샌드백 소리를 따라가 만난 권투 글러브를 낀 청년, 고교 축구선수, 해변가에 아무렇게

나 누워있는 젊은 여성은 멈춰있는 풍경과 달리 자신만의 생기를 보이고 있었다. 주변을 의식하

지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도시에서 만난 셀럽들로부터 생기를 발견하

는 풍경과는 또다른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류스타의 콘서트장 앞에서 찍은 분명하게 카메라를 

의식하고 응시하는 모습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에도 의외의 생기를 전달하는 듯하다. 

 

작가가 발견한 모든 젊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는 알 수 없다. 없는 듯 있

었던 의외의 생기 그대로를 관람객에게 던져준다. 또렷하지 않았을 때 충돌하게 되는 모호한 지

점에서 관람객 스스로 이미지와 개입하길 원한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소소하고 사적인 이

미지들은 관람객 본인의 현실 일수도, 혹은 과거나 미래 일수도 있다. 의미 없이 느껴지는 대상들

은 가공되지 않은 원본 자체의 삶으로 기록되지만 박제된 이미지 속에는 시대와 젊음, 에너지가 

존재한다.  

 

레스 김태균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레스Less라는 이름의 포토그래퍼로 

활동 중이다. <Are you experienced?, 갤러리2, 서울, 2008>, <Light is burning, 갤러리 팩토리, 서

울, 2011>, <Dirty trip, 플랫폼 플레이스, 서울, 2012>, <Sunshine Kiss,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등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대안공간 루프 개요  

대안공간 루프는 1999년 한국 최초의 비영리 전시 공간으로 홍대에서 시작했다. 19년 동안 국내

외 현대 미술 문화의 발전을 위한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실천을 수행해왔다. 독창적이고 실험적

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시민들과 함께 동시대 미술과 문화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데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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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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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레스 개인전: 로우틴스타>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7r4lkvvj0aly1q7/AAA9BRqpkO6518kUtNZDQNJPa?dl=0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피지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 

https://www.dropbox.com/sh/7r4lkvvj0aly1q7/AAA9BRqpkO6518kUtNZDQNJPa?dl=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