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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진실〉(2018)은 가이드 투어의 형식을 차용한
퍼포먼스이다.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부산현대미술관을
향해 달리는 버스에서 진행되는 이 퍼포먼스는 부산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한국 전쟁의 흔적을 더듬는다.
이 퍼포먼스의 관객은 군복을 입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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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한 뒤 오디오 가이드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내 버스 창밖의 부산 풍경 위로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버스는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장소들, 그리고 한국
전쟁 초기에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색출해 내겠다며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연관된 장소들을
지나간다. 사실 작품의 제목 역시 알렌 위닝톤이라는 종군
기자가 영국 런던에서 발간된 《데일리 워커》지에 게재했던
보도연맹 사건 기사에서 차용되었다. 이 버스의 여정은
현재까지도 규명되지 않은 과거의 비극을 환기하여
오랫동안 조명되지 않던 역사의 한 조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무력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인권에 대한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갖게 한다.

JUNG YUNSUN
I SAW THE TRUTH
ON THE ROAD

Jung Yunsun showcases her performance I Saw the
Truth on the Road (2018), which adopts the format of
a guided tour. The performance takes place on a bus
that departs from Busan Station to arrive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and on its
journey it touches upon the traces of the Korean War
still left in many places in Busan. After being
instructed to get on the bus by a guide in a military
uniform, audiences can listen to stories that are
played on an audio guide. Busan's scenery viewed
from the window of the bus overlaps with images of
Busan during the Korean. War conjured up by the
audio. The bus passes where refugees temporarily
stayed during the war and locations related to the
tragic ‘Bodo League massacre’ incident that killed
between 100,000 and 200,000 civilians in the name of
tracking down communists in the early days of the
war. The title of the work was borrowed from an
article written at the time by Alan Winnington of The
Daily Worker, published in London, UK. The
carefully organized bus journey reveals an
undiscovered tragedy of the past, illuminating a piece
of history that has been in the dark for a long time
and allowing time to remember those whose human
rights were ignored and who were helplessly
sacrificed by the power of ideology.

PERFORMANCE + SELF-GUIDED TOUR PROJECT

이 인쇄물에는 투어 버스가 거쳐간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큐알

(QR) 코드를 스캔하면 각 장소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로 연결된다.

This printed guide includes a
map of places where the tour bus
passes and a QR code that
audiences can scan to hear the
corresponding audio guide.

퍼포먼스

PERFORMANCE

2018년 9월 8일

8 SEPTEMBER, 2018

오전 10시 / 오후 2시

10AM / 2PM

2018년 9월 9일

9 SEPTEMBER, 2018

오전 11시 / 오후 3시

11AM / 3PM

2018년 11월 10일

10 NOVEMBER, 2018

오전 11시 / 오후 3시

11AM / 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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