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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미군이 사용했던 퀀셋막사를 리뉴얼한 전시관이다. 퀀셋막사는 비

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캠프그리브스의 안보·역사·문

거리예술공연 놀아보자 in DMZ

품실,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 중대사무실, 저장고와 보급소 등

2018년 6월-10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추석연휴 9월 22일, 23일 제외)

태와 내부가 보존된 퀀셋막사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 #1 : 플레이그라운드 제로

와 거리예술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역사, 문화, 예술의

미디어 프로젝트 #1 : 소년병

1관 : 한국전쟁과 DMZ... 그리고 평화를 위한 발걸음

공간으로 재탄생한 캠프그리브스는 전쟁의 기억을 씻어 내

2018년 8월 11일 - 2019년 7월 31일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과 주요 통계 숫자를 통해 한국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정전협정이 조인된 순간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과 2000
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영상을 통해 완전한 평화 시대를
기대해 본다.

고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평화정거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DMZ 평화의 정원

있다.

2018년 8월 11일 - 10월 31일
상설기획전시
DMZ 리서치 프로젝트 : 한국전쟁과 캠프그리브스의 역사
다큐멘타관 1, 2, 3
유관기관전시
정전 65년 기념 NNSC 사진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DMZ 남방한계선

기획전시관 1

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프그리
브스는 과거 50여 년 간 미군기지로 사용되었
던 공간으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

DMZ다큐시네마전
기획전시관 2

군의 건축양식이 축적된 곳이다. 2004년 미
군 철수 이후 캠프그리브스는 평화, 생태, 문

2관 : 한국전쟁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

3관 : 캠프그리브스의 기억과 재생

정전 이후 DMZ를 중심으로 주둔한 주한미군의 모습을 당시 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DMZ 복무 중에 순직한 주한미군을 기념하는 공
간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느끼며,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53년부터 2004년까지 캠프그리브스 주둔부대의 역사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으며, 미군 막사와 휴게실을 재현한 공간, 캠프그리브스 물품으로
구성한 포토존에서는 체험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016-2017년에 진행된 문
화재생사업과 2018년 DMZ 평화정거장 프로젝트의 기록 사진과 영상은 캠프그
리브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화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
하게 미군 시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
며 체험형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캠프그리
브스는 DMZ 평화정거장 프로젝트를 통해 역

기획전시관

DMZ 평화정거장

매김 할 것이다.

DMZ PEACE PLATFORM

사, 문화, 예술이 집약된 예술클러스터로 자리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의미와 역사의 가치를 담고 있는 다큐영화를

DOCUMENTA + PERMANENT EXHIBITION + OPEN STUDIO

가 유일하다.

정비고 프로젝트 #1 : 부유하는 나무

감상할 수 있는 <DMZ 다큐시네마전>과 정전협정 이후 판문점에
<정전 65년 기념 NNSC 사진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다.

오픈스튜디오
정비고 프로젝트 #1 : 김명범
DMZ 평화정거장 프로젝트 기간 동안 김명범 작가가 정비고를 작업
실 겸 스튜디오로 운영한다. 정비고 프로젝트 #1을 통해 <부유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기존의 다양한 작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유하는
나무>는 땅에서 벗어나 뿌리를 내보이는 죽은 나무가 공중에서 붉은
풍선더미와 만나 열매 가득한 생명을 품은 나무로 부활한 작업이다.

이 작품은 북한에 관한 가장 ‘약한 이미
지’를 만들어 본 것이다. 급기야 아무런 정
치적 이미지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이
미지가 ‘불순한’ 이미지가 된다.

DMZ 평화의 정원

정문경 Chung Munkyung

정보경 Jung Bokyung
Full Square

미사일 금지구역

주변에서 모은 헌 옷들은 시간의 흐름과
오랜 기억을 간직한 인간 존재의 흔적으로
개개인을 대변한다. 네모 안의 꽉 찬 옷들
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타협하는 우리들 자신이 된다.

오랜 휴전 속에 지속된 분단국가의 전시
(WAR) 상황을 작가가 디자인한 ‘미사일
아이콘’을 통해, 도로 표지판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 장소 특정성(DMZ)에 부합된 작
업이다.

강현아 Kang Hyunah

박성준 Park Seongjun
기이한 DMZ 생태누리공원

YOUR FLAME II

예민한 감각을 지닌 생물들이 감시 받는
땅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지,
실제 DMZ 구역 내 일부를 공원으로 설정
하여 그들 내에 일어나는 생태 현상을 드
러낸다.

인터랙티브 설치작품 YOUR FLAME II 는
같은 대상을 보고도 서로 상반된 시선을
갖게 되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근
원적 질문을 던지며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역설하고 있다.
기술지원 : 작가 박형철

시리얼타임즈 c.realTimes

주재하며 남과 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장

다큐멘타관 + 기획전시관 + 오픈 스튜디오

스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며, 다채로운 예술창작전시

민공원과 양주 레드클라우드 등에도 남아 있지만, 원형 그대로의 형
예술창작전시

박찬경 Park Chankyong
주변 대상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사
물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친밀한
대화를 통해 성찰하고자 한다. 시각적으로
익숙하거나 유사한 무의미한 일상의 존재
들의 생경한 결합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며 공유하게 만든다.

다양한 목적에 맞게 변형되어 설치되었다. 퀀셋막사는 현재 부산시

양한 스토리 텔링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미군 건축물과 캠프그리브

김명범 Kim Myeongbeom

미디어 프로젝트 #1 : 소년병

인세인박 Insane Park
117kb

ISM! ISM! ISM!

전쟁이자 평화를 의미하는 역설적인 땅
DMZ에서 지뢰 찾기 게임을 한다. 게임의
가벼운 속성과 전쟁의 무거운 주제 아래서
관람객은 행위의 주체가 되어 몸을 움직여
작품에 참여한다.

이념을 뜻하는 ‘ISM’을 ‘잊음’에 관한 작
업이다. 한국사회에서 구시대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념 간의 대립
을 잊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존재한다.

장영원 Jang Youngwon

CREATIVE ART SHOW

DMZ 평화정거장 프로젝트는 공연, 전시, 페스티벌 등 다양
화·생태 자원에 대한 보전 가치를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다

탄약고 프로젝트 #1 : 플레이그라운드 제로

다큐멘타관

장용선 Jang Yongsun
토치카시티 프로젝트 : 유사시(有事時)
1970년대 남침대비의 목적성을 가지고
‘유사시’를 위해서만 존재해 온 대전차 방
호벽들의 마지막 순간을 시각언어로 풀어
내고자 한다.

Treasure
N37°53’56.8212” E126°43’43.2192”
작품명은 캠프그리브스-DMZ의 좌표 값이
다. <보물DMZ>는 이미 소멸된 천연기념물을
박제하여 자연과 도시, 그리고 사회적 기준
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고 반
성과 정화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나의
예술적 제안이다.

예술창작전시

DMZ 평화정거장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