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눈을 본떠서 시작한 광학기술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 올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 관측 사상 가장 오래된 은하를 발견했고, 국내의 한 연구진은 인체의 세포를 관통하는 촬영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19세기 사진술이 발명된 이후로 사진은 기술과 함께 발전했다. 발명 초기 사진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도한 회화적 이미지를 연출했던 시기, 회화주의 사진에 반기를 들고 생리학에 기반하여 
등장한 자연주의 사진, 20세기 카메라의 기능에 근거를 둔 사실주의, 보도사진, 스냅사진 등 사진은 사진가들에 
의해, 각계 연구자들의 필요에 의해 혹은 예술 그 자체로써 흘러왔다. 사진술의 변화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일은 
당연할 터, 김경태에게 정밀한 사진 기술은 어떤 의미로 작용하여 지금의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완성하게 되었을까.

김경태의 사진은 사실적인 표현이 목표로 보이지만 전시장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인지과정에 혼란을 느낀다. 
“초점이 완벽하게 맞는 이미지에서 우리는 크기감을 상실한다.”라는 작가의 말이 그간의 작업 의도를 설명해 준다. 
일면 과학적이면서 회화 같은 그의 작품은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작가는 가까운 사물의 초점을 
다루는 ‘기법’을 사용하고 본인이 관찰하고 싶은 피사체의 단면 또는 전체를 보기 위해 접사와 합성의 ‘기술’을 
활용하며, 그중 하나의 인상을 포착한 후 자르거나 완전히 합쳐서 보는 ‘태도’를 통해 작업을 보여준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작가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의 순간이 담긴다는 사실에서 회화와 거리감이 생기지만, 그는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촬영물의 질감을 이끌어내는 태도를 녹여냄으로써, 회화적인 인상을 느끼게 해준다. 

작가는 2019년 휘슬에서의 개인전 ‹Dropping to the Surface›에서 ‘1cm 정방형 큐브’를 촬영하여 건축의 
투시도법을 참조한 실제와 소실점이 다른 기이한 오브제 이미지를, 2021년 두산갤러리 개인전 ‹Bumping 
Surfaces›에서는 ‘조화’를 대상으로 포커스 스태킹의 기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표면의 질감을 극대화한 작업을 
전시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초점’을 다루는 것을 기법으로 활용하는가? 그는 오래전부터 물체의 표면을 탐구하며 
그 겉모습을 한 화면에 완벽하게 담기 위해 선명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사진 합성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고정하거나 앞으로 이동하며 촬영한 초점면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그를 이 기법에 정착하게 
하여 이와 걸맞은 다양한 이미지를 선보이게 했다. 작가는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한 곳을 응시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짧게 여러 부분의 초점을 인식한 후 하나의 사물로 인지하는 과정이 이 기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활용하는 포커스 스태킹 프로그램은 주로 촬영대상의 여러 부분의 초점이 담긴 이미지들을 한 장의 선명한 
이미지로 합성하는 데 사용된다. 보통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초점이 맞게 되는 깊이가 얕아지면서 
초점면 이외의 부분은 모두 흐릿하게 담긴다. 합성 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초점이 맞는 수백 장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에 적합한 사물을 촬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 이번 휘슬 개인전 ‹Linear Scan›에서 그는 이 접사, 합성 기술을 하나의 
트릭으로 사용한다. 

김경태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초점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작가는 여러 구조물 사이를 지나갈 때 대상을 
향해 이동하며 변하는 시야를 관찰하는 경험을 재현한다. 작가는 이에 대해 우리가 숲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한다. 
나무가 많은 숲길을 걸어가면 시야에 닿지 않던 나무들이 서서히 보이는 것 말이다. 이 기법으로 최초의 시점에서 
보이지 않던 구조물이 하나의 화면에 합쳐지며 드러나는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Linear Scan›전에 촬영물로 
선택한 것은 작은 ‘솔’이다. 솔의 구조를 보면 섬유 다발이 일정하게 수직이나 사선으로 교차하며 뻗어 있다. 이 사물은
초점의 이동을 가장 짧은 거리의 촬영으로 구현 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초점면의 앞, 뒤로 
서 있는 사물들은 극명하게 흐려지고 반투명하게 보인다. 초점이 뚜렷한 부분을 자동으로 합성하는 알고리즘은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한다. 본래 초점면 뒤에 가려져 있던 이미지가 합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은 두 가지 형식으로 전시되어 있다. 작품은 두 개의 작업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것과 
단독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로 제작되었다. 나란히 놓인 세트 작품은 시선과 초점이 이동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만 놓인 이미지들은 작가가 이번에 선택한 기법을 잘 드러낸다. 특히, 작은 원뿔 형상이 겹쳐 보이는 ‹Crossing 
Surfaces SB2a›(2022)와 색색의 물결이 세워진 ‹Crossing Surfaces RB1a›(2022)는 그가 비유했던 숲의 
모습이 기묘하게 겹쳐 보인다.  

작가는 그동안 돌, 너트, 책, 스케일 큐브, 조화 등을 촬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물의 실제 크기를 가늠할 수 없게 
확대하거나, 원근이 사라진 고해상 이미지를 선보여왔다. 본래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의 작품에는 먼지, 
스크래치, 이상하게 합성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작가는 특별한 보정 없이 오점을 드러냄으로써 수수께끼 같은 
모양에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매번 대상은 다르지만 그가 스케일과 질감을 면밀하게 다룬다는 점은 같다. 김경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 시각의 확장과 한계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비현실적인 장면을 분절하여 보는 방식을 아름답게 
연출하고 있다. 

글 김수현(휘슬, 부디렉터)

김경태(b. 1983)는 중앙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É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ECAL)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작가는 개인전 ‹Bumping Surfaces›(2021, 두산갤러리, 서울), ‹Serial Compositions›

(2021, einBuch.haus, 베를린) 그리고 ‹표면으로 낙하하기›(2019, 휘슬, 서울)를 개최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베니스건축비엔날레,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일민미술관, 국제갤러리, 송은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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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modeled after the human eye only to transcend it, optical technology is undergoing 
constant advancement. Earlier this year, NASA’s James Webb Space Telescope discovered the 
oldest galaxy in the history of astronomical observation, while a Korean research team made a 
new breakthrough in microscopic imaging techniques that pass through the human cell. Since 
the introduction of photography in the nineteenth century, its development has progressed in 
tandem with technology. Pictorialism, the period when images were created as an attempt to 
establish photography as an artistic genre; Naturalism, a retaliation to pictorial photography 
with its basis in physiology; Realism, a movement founded in the function of the twentieth-

century camera; photojournalism, snapshots — photography marches onward according to 
photographers, the needs of researchers of all fields, or as art itself. While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changes undertaken by photography inspire artists, for Kyoungtae Kim, with what 
significance does precise photographic technology function to complete the image, such that it 
resembles a painting?
 
Kim’s photography appears to strive for realistic expression, but works in Linear Scan incite 
confusion in the cognitive process. The artist explains his previous practice as follows: “The sense 
of size is lost in images that are in perfect focus.” There are three primary points from which to 
examine his work. Technique to handle the focus of a close object; technology to view the facet or 
whole of the observed subject; the work reflects the attitude of juxtaposing cut and composite. 
However, his aim of drawing out the texture of the subject throughout the entirety of the work 
process evokes a pictorial impression. 

In Dropping to the Surface (Whistle, 2019), Kim shot a one-centimeter scale cube, referencing 
the architectural drawing technique of axonometric projection and creating an uncanny objet 
image disparate from both its reality and its original vanishing point. Following this, in Bumping 
Surfaces (DOOSAN Gallery, 2021), he employed basic techniques of focus stacking to maximize 
the surface texture of artificial flowers. What is the extent of Kim’s ‘focus’ methodology? Focus 
stacking was chosen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fascinating occurrences recorded in the focal 

plane when the camera is either fixed or moving forward. Also, he found similarity in compositing 
images through software and the human process of perception; the object is only recognized as a 
whole by assembling multiple points of focus. 

The focus stacking program is mainly used to compose a single sharp image by converging 
hundreds of images. Usually, the shorter the distance between camera and subject, the shallower 
the depth of focus, blurring what is beyond the focal field. In Linear Scan, closeup and composite 
become the trick of choice. Kim opens a dialogue on the movement of perspective that occurs 
when passing through structures while approaching the subject. The artist has compared this 
phenomenon to walking through a dense forest; moving forward, trees that were out of the line of 
sight slowly come into the field of view. Once merged into a single image, it is possible to observe 
characteristics that were obfuscated in the initial perspective.

The subject matter of Linear Scan are small brushes. A brush is a uniform structure, with bristles 
extending vertically or diagonally. With this object, the photograph can manifest even the smallest 
movement of the focus. The works are displayed in a group or independently. In the diptychs, the 
process of the movement of the focus becomes established, while the solitary images reveal the 
technique itself. The alluded forest seems to bleed through in Crossing Surfaces SB2a (2022), 
where small conical forms are overlaid with one another, and in the colorful standing waves of 
Crossing Surfaces RB1a (2022). 

Kyoungtae Kim has taken objects such as rocks, nuts, books, scale cubes, and artificial flowers for 
his subjects. These objects are so vastly magnified that their real scale becomes unrecognizable, 
or are presented as high-resolution images in which perspective has been eliminated. Dust, 
scratches, and strange, overlapping layers are all faithfully preserved and exposed, while their 
untouched and enigmatic presence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Although the subject may 
differ, the meticulous handling of the object’s scale and surface always remains the same. 
Through this exhibition, Kim reveals the extent and limits of human sight while beautifully 
executing the visual divisions of an unreal scene. 

Soohyun Kim, Deput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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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gtae Kim (b. 1983) received his BA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Chung-ang 
University and his MA in Art Direction at É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ECAL). 
Solo exhibitions include Linear Scan, Whistle, Seoul (2022); Bumping Surfaces, DOOSAN 
Gallery, Seoul (2021); Serial Compositions, einBuch.haus, Berlin (2021); Dropping to the 
Surface, Whistle, Seoul (2019). His work has been shown internationally, including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Venice Biennale, Ilmin Museum, 
SongEun Art Space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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