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exhibition Altered After, curated by Conrad
Ventur (July-August 2019, Participant Inc., New
York), California-based artist Julie Tolentino
showed a piece titled Harvey, a living cactus with
small offshoots planted in a tiny pot and placed on
a transparent plexiglass pedestal. Tolentino revived
the plant, which had been propagated from its
“mother” plant and had originally belonged
to Harvey Milk. It was a gift from her friend, an
archivist in the special collections at UCLA who
acquired the cactus from one of Harvey Milk’s exroommates in San Francisco. I was first struck by
how this artwork poetically connected the lives of
people from different generations and different
locations. And yet, what moved me was the care
and affection demonstrated through this plant;
Milk’s ex-roommate took care of this cactus for
years after Milk’s assassination, and Tolentino saw
it as a form of inherited knowledge and memory
that should be shared.
A few years ago, I had a similar experience when
I discovered a collection of diaries, scrapbooks,
and scripts at QueerArch in Seoul, donated by a
transgender woman in 1998 who visited the office
of BUDDY (1998-2003), one of the first gay and
lesbian magazines in South Korea. She had been
introduced to the magazine through a popular
night-time TV program months before. The
collection of materials—diaries full of hardship,
self-hatred, hopes of transitioning—also included
multiple drawings by the donor, mostly selfportraits of the body she desired to have. While
the drawings were beautiful in their own way,
her touches, her desires to be recognized and
remembered, and the materials that connected us
across time and space were deeply moving and
palpable.
QueerArch (also known as the Korea Queer
Archive), was established in 2002 with a donated
collection from BUDDY and is the only public
archive focusing on queer history and culture in
Korea. Currently located in a modest office in
the Mangwon-dong area, its collection includes
thousands of publications, over 700 films from the
Seoul Queer Film Festival, and hundreds of artifacts.
While the archive is run by a trained archivist
and is well-cataloged online, it does not always
adhere to conventional processes of archiving—
qualifying, surveying, collecting, displaying—
rather, it is a collection of donated objects with
chronological gaps and holes, impacted by the

of missing histories by attaching a sculpture of a
human arm which displays a hanging scroll painting
of an orchid. Appropriating the traditional Seonbi
practice of contemplative Korean brush painting
(named for a virtuous Korean scholar), the scroll
is playful and imaginative with its rainbow
colors, successfully creating a connection
between Seonbis and the artist, solidifying
the link between past and present.

Haneyl Choi, mock-up for Untitled, 2019, Ink on paper, Dimensions variable

notion of contradiction, such as the personal and the
public, the organized and the random, the authored
and the unknown.

For Moon Sang Hoon and Azangman,
two women artists featured in QueerArch,
the research at QueerArch was both eyeopening and painful due to the lack of
representation of lesbian artists’ lives in the
archive. In the statement for her video piece,
Exhibition: Lesbian (2019), Moon writes, “Why
do we have such a small number of queer
women artists in the Korean arts community?
What made it nearly impossible to be visible? [...]
Despite numerous efforts and attempts by lesbian
artists in the past, it seems we can only find their
traces through poorly documented photos and oral
histories. [...] Have queer female artists failed? But
then, what is failure for artists?” As Moon continues
her research, she learns more about lesbian
artist collectives that were once active such as
UnniNetwork, ITDA, and Bozzyparty. After reaching

The exhibition QueerArch features new works by five
young queer artists and artist groups based in Seoul.
It was created after their months-long research at
QueerArch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in mind: how
do we challenge the narrow and biased Korean (art)
historical perspectives and resist the discursive and
academic violence that has resulted in the historical
erasure of queer people in Korea? How do we honor
the lineage and history of queer people in Korea and
successfully create narratives through the artwork?
Haneyl Choi’s response to these questions is
a thoughtful and selfless gesture of care. Choi,
known for his ambiguous and idiosyncratic largescale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that are injected
with sexual fetishes and fantasies, here employs the
simple form of a display system as his medium—
powder-coated steel bookshelves in this case—to
replace some of the old wooden ones damaged
by humidity at the archive. Seemingly plain and
modest, the work (Untitled) is a result of monthslong conversations with Ruin, the archivist at
QueerArch, to find the best way to store and
display the collection. However, Choi also elevates
these functional sculptures to address entire bodies

AIDS and drug abuse in the gay community. What
interested Lee the most in the archive were protest
signs collected over the past decade. The signs,
often with short, strong, clear and witty phrases,
are important pieces of evidence alongside
recordings of numerous protests concerning
equality, LGBTQ rights, anti-discrimination law,
homophobia in evangelical Korean churches, and
more. In the exhibition, Lee presents a series of
acrylic signs with laser-engraved texts selected
from the archive.

and non-professional models. For the exhibition,
Kim has designed a sweatshirt—a clothing item
chosen for its gender ambiguity—that celebrates
the history of transgender lives in Korea. The
image printed on the sweatshirt (depicting a
group of transgender people at an Itaewon club in
the 1970s) was originally published in Prostitution
in Korea (1987), a book partially funded by the
government. The book’s original image caption
erroneously described the photo’s subjects as
cross-dressing male prostitutes.

Sehyung Kim, founder and creative director of
the fashion label AJO, has been a controversial
figure i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for a few
years. His gender-neutral clothing line AJO pushes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sizing and is also
known for its mandate to only work with queer

The misunderstood stories of transgender lives
in Korea are made visible in Ruin’s installation.
The non-chronological collage of printed images,
copies of Japanese colonial era newspaper articles,
autobiographies, posters, and moving images were
excavated from the archive and pasted together
in an effort to to reconstruct the little-known
transgender history of Korea. However, the work
also underscores the blanks, the absences, the
misrepresentation of individuals. Ruin, archivist
of QueerArch and transgender researcher in
Gender Studies, has been a critical voice in both
activism and academia. A strong advocate for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transgender people
in the archive, Ruin aims to build QueerArch beyond
an account of homoerotic male experience.

Ruin, Newspaper scrap (1963, Seoul), 2019, Digital print, Dimensions variable

out to some artists from the collectives, Moon restages their artworks—several of which had been
shown in important historical exhibitions—in a
new show (Outhouse, Mangwon-dong, Seoul), and
documents them in a video that cross-references
content in flyers, magazines, and other publications
at QueerArch.

In April 2019, the artists in this exhibition
entered the tiny room of QueerArch looking for
something, hoping to connect with traces left by
former generations of queer lives, and wanting
to establish critical and personal queer histories.
The resulting artworks in QueerArch give meaning
to not only what is archived but also to what is
absent and forgotten. Through the process of their
research and participation in the exhibition, the
artists are now placing themselves in the history
of QueerArch, which will hopefully be shared and
explored by future generations of queers.

Like Moon, Azangman, a drag king performance
artist, wants to dive into the history of drag king
performances in Korea, but struggles with the
lack of archived documentation. She grapples
with magazine advertisements and low-resolution
images of the “legendary” performances floating
on the internet. Often introduced as one of the
first drag king artists in Korea (but knowing there
were so many before her), Azangman decides to
track down drag kings of former generations and
interview them in her work, Touching the Balls of
Resurrected Drag Kings (2019). In their collaborative
video installation, Moon and Azangman mix and
cross-cut their respective videos to create chaos
and discontinuity. The disorderly aesthetic of the
collaboration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the artists’
research rests somewher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loss and remembrance, but nonetheless
remains undoubtedly hopeful.

Azangman, Touching the Balls of Resurrected Drag Kings, 2019, Digital video, still

The history of LGBTQ activism is highlighted in
Kyungmin Lee’s work. As co-publisher and graphic
designer of FLAG PAPER magazine, he addresses
some of the most taboo topics in Korea such as HIV/

As in the case of Harvey—the cactus preserved by
Julie Tolentino—what comes across through the
works in QueerArch is that the invisible memories
of queer lives in Korea are sustained and preserved
by the care and the creative potential of different
generations of artists, activists, and scholars
living inside and outside Korea, coming together
through time and space, now and in the future.
Cover of CINE21 Magazine (November 1998) introducing the 1st Seoul Queer Film
Festival, collection of Queer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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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의 이해와 오해의 역사는 루인의 설치작에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인쇄된 이미지,
일제 시기의 신문 기사 복사본, 자서전, 포스터, 동영상을
비연대기순으로 뒤섞은 콜라주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한국의 트랜스젠더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 작업은
동시에 신체의 공백, 부재, 오해를
강조한다.
루인은
퀴어락의 아키비스트이자 젠더스터디 분야의 트랜스젠더
연구자로서 행동주의와 학계 모두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어
왔다. 또한 동성애적 남성 신체를 넘어 퀴어락을 구축하는

줄리 톨렌티노가 보존한 선인장 <하비>의 경우처럼, 《
퀴어락》의 작품들은 한국 퀴어의 비가시적인 기억이 한국
안팎에 있는 다양한 세대의 작가, 활동가, 학자들의 보살핌과
창의적 잠재력으로 지탱되고 보존되었음을 전해 준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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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락》전의 두 여성 작가 문상훈과 아장맨에게 퀴어락
연구는 경이로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아카이브에
누락된
레즈비언
아티스트들의
삶들
때문이었다.
문상훈은 그의 영상 작업” “<전시:레즈비언>(2019)에 부친
작업노트에서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퀴어 작가는 왜 이렇게 소수일까? 과거에 숱하게 벌어진
레즈비언 작가들의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희소한 기록
사진과 구전으로만 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퀴어 여성
작가는 실패했는가? 그런데 퀴어 작가에게 실패란 무엇인가?”

수 개월 전, 《퀴어락》의 작가들은 이전 세대 퀴어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그리고 비평적이며 개인적인 퀴어사를 그리기
위해 퀴어락의 작은 방을 찾았다. 전시작들은 아카이브에
보관된 것뿐 아니라 거기에 부재하거나 잊힌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연구조사와 전시의 과정을 통해 이들은
퀴어락과 한국 퀴어 공동체의 역사에 자신을 새겨넣는다. 이
새로운 역사가 다음 세대 퀴어들에게 전해지고 연구 되기를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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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은 패션 레이블인 AJO 의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수 년 간 한국 패션 산업의 이단아였다. 그의
중성적 의류 라인 아조는 전통적인 치수의 규격을 타파하고
퀴어와 비전문 모델을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시를
위해 제작된 스웨트 셔츠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역사를
기린다. 그는 스웨트 셔츠의 디자인에는 성별이 두드러지
않기에 특히 관심을 둔다고 말한다. 1970 년대 어느 이태원
클럽의 트랜스젠더 한 그룹을 인쇄한 이미지는 1987 년에
발행된 《매춘: 전국 사창가와 창녀실태》라는 책자에서
발췌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들은 여장한 남성 매춘부로
묘사하는 오류가 실려있다.
이 책은 성매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 오류에도 불구하고 1970-80
년대 트랜스젠더와 게이, 바이 관련 자료도 일부 담고 있어
당시 상황을 유추하는데 유용하다.

목표를 가지고 아카이브에서 여성과 트랜스젠더 재현을
강력히 옹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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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들을 대하는 최하늘의 응답은 스스로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 사려깊은 보살핌의 태도이다. 성적 페티시와
환상을 주입한 모호하고 독특한 대규모 조각과 설치로 알려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분체 도장한 철재 책장이라는 간결한
진열 구조를 매체로 하여, 습기로 손상되었던 아카이브의 목재
책장을 교체한다. 단순하고 소박해 보는 이 작품은 소장품을
보존하고 진열할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퀴어락의 아키비스트
루인과 수 개월에 걸쳐 벌인 대화의 결과이다. 동시에 작가는
책장을 살아있는 퀴어적 생명체로 상정하고 기괴한 손을
이식하기로 함으로써 이 기능적인 조각을 누락된 역사의 신체에
연관된 오브제로 승화시킨다. 손 끝에는 걸린 무지개 빗깔의
유희적인 난초 족자는 사색의 행위였던 한국의 문인화 전통을
전유하면서 선비와 작가, 과거와 현재를 성공적으로 연결한다.

Photocopy of the weekly magazine Sunday Seoul (March 1986), collection of
Queer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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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 액티비즘의 역사는 이경민의 작업에서 두드러진다.
《플래그 페이퍼》의 공동발행인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는 게이 공동체의 HIV/에이즈 예방 또는 약물 남용
문제처럼, 한국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주제를 다루어 왔다.
아카이브에서 가장 그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난
십 수년 간 수집된 시위 팻말이었다. 주로 짧고 굵으며,
명징하지만 재기발랄한 문장과 메시지를 담은 팻말들은
평등, LGBTQ 의 권리, 차별금지법, 동성애 혐오 등과 관련된
수많은 시위와 저항의 증거와 기록이다. 전시에서는 작가는
아카이브에서 선별한 글을 인쇄한 새로운 형태의 피켓들을
선보인다.

apexart’s program supporters past and present include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The Buhl Foundation, Bloomberg
Philanthropies, Spencer Brownstone, The Greenwich Collection Ltd.,
William Talbott Hillman Foundation/Affirmation Arts Fund, the Milton and
Sally Avery Arts Foundation, the Fifth Floor Foundation, the Consulate
General of Israel in New York, the Kenneth A. Cowin Foundation, the
Trust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public funds from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in partnership with the City Council and the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with the support of Governor Andrew
M. Cuomo and the New York State Legislature.

《퀴어락》전은 서울에 기반을 둔 젊은 퀴어 작가와 단체 5 인
(팀)의 신작을 소개한다. 작품들은 퀴어락에서 몇 달 동안의
조사를 거친 후 제작되었고, 다음의 질문들에 중점을 두었다.
편향된 한국(미술)사의 좁은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퀴어가 역사에서 삭제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담론적,
학술적 폭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한국 퀴어의 역사와
계보를 어떻게 예우하고, 작품을 통해 어떻게 성공적으로
서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문상훈과 마찬가지로 드랙 퍼포먼스 작가 아장맨은
아카이브를 통해 한국 드랙 킹 퍼포먼스의 역사를 추적하려고
했으나, 기록물의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한다. 이에 인터넷에
떠도는 ‘전설적’ 퍼포먼스의 저해상도 이미지 및 잡지
광고와 씨름한다. 종종 한국의 초대 드랙 킹으로 소개되지만
자신 이전에도 숱한 인물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아장맨은 이전 세대의 드랙 킹의 자취를 더듬어 그들을
인터뷰하고 <죽었다 깨어난 드랙킹 불알 만지기, 2019>
를 완성한다. 문상훈와 아장맨의 영상 설치 협업은 각자의
영상을 교차 편집하여 혼란과 불연속을 만들어낸다. 이로써
이들의 연구가 성공과 실패, 상실과 기억의 사이에 자리함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희망을 담는다.

apexart is a 501(c)(3), not-for-profit organization and does not engage in
sales or sales-related activities.
apexart is a registered trademark.

퀴어락(한국 퀴어 아카이브)은 2002 년《버디》지의 기증품으로
바탕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한국에서 유일하게
퀴어
역사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 아카이브이다. 현재
망원동 지역에 자리한 아담한 사무실에는 발간물 수 천 권,
서울퀴어영화제에서 기증받은 700 편이 넘는 영상 등 수백 가지
자료가 있다. 전문 아키비스트가 운영하고 온라인 목록도
충실하지만, 자료를 엄선, 연구, 수집, 전시하는 과정으로써
구축되는 전통적 아카이브와는 다르다. 이곳을 채우는
기증 자료는 연대순으로 틈이 듬성듬성 나 있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조직된 것과 무작위적인 것, 저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서로 모순적인 관념이 두드러진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는 언니네트워크, 읻다, 보지파티 등 한
때 활발히 활약했던 레즈비언 작가 단체들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 그 일원이었던 작가들 몇몇을 접촉하고 과거의
역사적인 전시들에서 선보였던 그들의 작업을 별도의 전시(
별관 Outhouse, 망원동)에서 진행하는 동시에 그 전시 기록을
담은 영상작업을 《퀴어락》을 통해 선보인다.

291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13
t: 212.4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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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서울의 퀴어락에서
일련의 일기, 스크랩북, 원고를 발견했을 때였다. 1998 년에
어느 트랜스젠더 여성이 한국의 첫번째 퀴어 잡지 중 하나인
《버디》(1998-2003)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기증한 자료이다.
그는 수 개월 전에 텔레비전의 인기 심야 프로그램을 보고
잡지의 존재를 알았다고 했다. 수집 자료는 삶의 고난으로
가득한 일기, 자기 혐오, 성전환의 희망과 함께, 주로 기증자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몸을 그린 자화상을 포함한 그림 여러
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림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지만 그의 손길,
발견되고 기억되고자 하는 욕망, 시공간을 거슬러 사람들을
잇는 자료가 특히 감동적이고 촉각적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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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래드 벤터(Conrad Ventur)의 기획으로 2019 년 7-8 월에
걸쳐 뉴욕의 대안공간 Participant Inc 에서열렸던 《Altered
After》전에서, 캘리포니아 기반의 작가 줄리 톨렌티노(Julie
Tolentino)는 <하비 Harvey>라는 제목의 작업을 선보였다.
조그마한 화분에 도톰하게 가지를 돋운 선인장을 투명한
플렉시글라스 좌대에 올린 작품이었다. 그 식물은 원래 하비
밀크(1930-1978)가 자신의 집에서 가꾸었던 ‘모체’ 선인장에서
번식한 것으로, 톨렌티노가 재생시킨 것이다. UCLA 의 특별
소장품 부서에서 일하는 아키비스트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는데,
그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던 하비 밀크의 룸메이트에게서
그 선인장을 얻었던 것이다. 나는 먼저 이 ‘작품’이 얼마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시적으로 연결하고, 또 다양한 장소들을 거쳐
살아 왔는지에 놀랐으며, 이 식물을 통해 공유된 여러 보살핌과
애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밀크의 룸메이트는 밀크가 암살된
이후 수 년 동안 이 선인장을 보살폈으며, 톨렌티노는
그것이야말로 물려받은 앎과 기억이라 여겨 관객과 나누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