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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Foreword 

과거, 매스 미디어 시대에 자유와, 구속의 이항대립적 관계는 

충돌과 투쟁을 양산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운지 

아니면 구속당하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하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자유와 구속의 양 대척점이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은밀히 보이지 않는 영향과 

간섭으로 바뀌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의 소통은 우리가 

미처 그것을 인식하고 반응하기보다 한발 앞서서 광속도로 

확산되며 그러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간섭되어진다. 

나의 주체적 의지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 바이러스처럼 감염되어 버리는 건지 

그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인 것이다. 

이번 〈슈퍼전파—미디어바이러스〉 전에는 세계 각국 11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그들은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정보 

소통에 관해 새롭게 논의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각자의 독창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발언할 것이다. 작가들은 

설치, 영상,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제에 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게 될 것이다.  

미래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예술가들의 임무는 늘 그러하듯이 어떤 확정적인 

해답의 제시가 아니라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중들을 향한 부단한 의식의 환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전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백남준아트센터의 큐레이터와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11개 팀의 참여 작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11개 팀은 신작 제작을 포함하여 분주한 일정을 열정적으로 

소화해주어 전시가 완성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하여 물심양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한스웨덴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및 모든 협찬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인사말 

In the past, freedom and confinement its adversarial 
relationship made encounter and struggle. Also,  
we can clearly realize that whether we are in set-free or 
confined. Beyond that, we can even try to take 
opposition and its actions consciously. But in digital 
age, 21st century, these freedom and confinement  
were constantly getting close and it became secret 
power and interference with incredible speed. 
Therefore, the dig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luence and expand with people even before  
they aware and react the information through on-line. 
We now even confuse to think that whether one  
can independently choose information that I would like 
to or immuned from other people’s information. 

Super-spreader : media virus exhibition invited 11 
artis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y all will  
express their creative voice through each work of art 
regarding various issued on dig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21st century. The medium is also 
quite diverse such as installation, video projection, 
interactive media-art but they will have above all most 
common ground saying all about new debates and 
direction. As always artists are suppose to, they reflect 
and anticipate the change of tge worlds’ future,  
artists may not propose clear suggestions but throw 
issues to the public making themselves stir up in 
continuation. After all, I expect this exhibition is a part 
of roles that ‘questioning’ about media environment 
today and the future we are living in. Because I think 
that we have our own role finding a proper answer  
of that question in reality. 

Finally, I would like to give my special thanks to the 
curators, all the staffs from Nam June Paik Art Center. 
Most of all, my deep appreciation goes to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Although such a tight schedule to 
the exhibition opening, they passionately produced 
new works and happily allowed to be part in.  
All the sponsors specially The Swedish Embassy to 
Korea, The Japan Foundation Seoul and other 
sponsors for this exhibition, we truly are grateful for 
their kind support. 

 21세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완벽하게 공유되는 

포스트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는 새롭고 자유로운  

소통의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자율성, 자정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여론의 공론장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시대에 관한 유토피아적 환상에는 우리가 

좀처럼 인식 할 수 없는 또 다른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도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정반합의 변증법적 역사가  

증명 하듯이 동전의 양면에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온라인 영역에 여론의 공론장이 출현하였고 사람들은 

그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위키리크스 사이트,  

아랍의 재스민혁명, 촛불집회 등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공론장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정치 활동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본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을까? 물론 20세기 

매스 미디어 시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자유의 다른 편에 또 다른 간섭이 숨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전시 〈슈퍼전파—미디어바이러스〉 전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We are in much freer communication age perfectly 
sharing between on and off line so called ‘post- 
internet environment’ in 21st century. We always are 
available to access on-line network and make 
communication escaping from politics, capital power.  
Jürgen Habermas suggested and somehow his  
 “public sphere” is realizing with autonomy, self-
purification and diversity. Despite of that, in this 
fantasy of utopianism for digital age, we cannot deny 
also dystopianic image that we can hardly aware. 
Because like thesis – antithesis –synthesis and 
dialectical history has been verifying, there must be 
always double-sideness and ambiguity of freedom 
and confinement in two sides of coin. 

People already are quite active in on-line public sphere 
which appeared in 21st century such as Wikileaks, 
Jasmin Revolution in Arab World, and candlelight rally 
in Korea. we are witnessing more volunteering and 
pro-active political activities in the world based  
on public opinions. However, how we can be free from 
capital and political power compared with old days? 
Certainly, we can feel more freer than mass-media age 
but on the other hand, is there any intervention  
behind us in the opposite side of freedom? That was 
the question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 Super-
spreader : media virus ›.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Jinsuk Suh 
Director, Nam June Paik A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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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전시의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백남준의 〈 TV 

부처〉에 투영되었다고 해석되는 ‘나르시시즘’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 TV 부처〉의 소재는 부처와 

텔레비전 모니터, 폐쇄회로 카메라, 그리고 부처를 올려놓은 

보조대가 고작인데 이 크지 않은 작품에는 미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늘 곰곰이 그 층위들을 곱씹게 하는 사유들을 던져주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미술사적인 의미도 중요한 작품임과 동시에 이번 

전시의 출발지점을 촉발시킨 고마운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부처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자신의 영상이 

나타나는 텔레비전을 응시하며 회상에 젖어 있는 것인지 

혹은 명상을 하고 있는지 매우 불분명하기까지 한  

모습이다. 이 작품이 던지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도 

이번 전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앞에서조차 자기 이미지에 

대한 나르시시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처의 모습과 

백남준이 이 작품을 발표하던 1974년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많은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르시시즘’이라는 주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수많은 신화와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전개되었던 지점이다. 

 1980년대 후반에 출생한, 미디어를 주된 매체로 다루는 

작가들은 이러한 주제로 작업을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나 이 어려운 시대를 힘겹게 싸워나가는 

청년으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에 이번 전시의 맥락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겹의 고민과 논의를 

거쳐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선을 맞추기 원했던 주제와 

참여작가를 짜임새 있게 일치시키는 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번 전시는 다만 큰 틀에서의 총체적인 ‘미디어’,  

즉,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과거의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개개인 각자의 

삶에서의 미디어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선보였던 작가 위주로 작가 구성을 

완료하였다. 매우 부족한 시간임에도 신작을 제작해 주시고 

치열한 고민을 아끼지 않으셨던 작가 분들께는 수십 번 

고마움을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번 전시의 참여작가들은 꾸준히 정보, 감시, 통제,  

시간, 사회구조,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 부작용, 군중심리와 

소외감, 관계망, 인터페이스 등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11개 팀이 대중과 

친밀한 작품의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대중들에게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러한 역사를 모두 추적하여 현재와 연결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었으나, 동시대 수많은 매체 (미디어 )들이 

다양하게 범람하는 과잉의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나르시시즘’의 실체와 그 이야기들을 담고 싶은 마음,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은 그러한 작업들을  

어떠한 방식과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사,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디지털 나르시시즘’이 매우 흥미로운 

소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과연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가가 수월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범주를 더욱 좁혀가며 과연 나르시시즘의 어떤 흐름이나 

지점을 집중적으로 꺼내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과정들을 치러내며 

우리는 ‘감시’라는 체제, 그리고 그 용어의 활용이나  

의미가 현저히 달라져버린 우리 시대의 디지털 문화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감시는 자칫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던 냉전시대,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명분으로 대중을 통제하거나 컨트롤 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이 ‘감시체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 전체가 

인터넷의 발달과 ‘글로벌 빌리지’라는 명목아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족쇄를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전의 감시와 디지털 혁명 이후의 감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고 비판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교를 중심축으로 전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과정으로 

우리 생각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광범위한 작가 

리스트가 더해졌고 젊은 작가 중심으로 본격적인 미팅을 

진행하였다. 

김현정 

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션 스나이더는 지난 20년간 매우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 온 작가로서 그의 신작인 〈우연적 결합 〉 은 

2014년 발생했던 소니사의 해킹 스캔들을 주제로  

방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여 비슷한 이미지들을 사진 이미지로 

나열하고 관련 있는 오브제들을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정보가 유통되는 통로, 과정, 오류, 

과거 이데올로기가 공존했던 시대와 현재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는 스웨덴 출신 작가 앤 소피 시덴은  

 〈 끈끈한 바닥 ( 마지막 점심 주문 )〉 을 선보이고 있는데  

 9대의 컴퓨터 모니터, 선술집 맥주잔들, 선술집 쟁반으로 

이루어진 설치를 통해 사람들의 고요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작가가 아일랜드 방문 시 선술집에 

설치된 24시간 감시카메라와 작가의 카메라로  

촬영한 동일한 장소에서의 다양한 군상들의 움직임을  

 ‘편집’한 것이다. 관람객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1시간 50분이라는 비교적 긴 관람시간을 요청하는  

작가의 마음은 아마도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삶의 조각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시간과 속도에 지나칠  

정도로 경도되어 가는 우리에게 한번 멈추어 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작가 노재운은 신작 〈 몬스터마인드〉 를 통해 다시 한 번 

인터넷 시대의 속도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재운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집중해 왔었던 동시대의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작업을 통하여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의 심리적 반응을 투영한 오브제들, 아방가르드 음악의 

악보를 참조한 작가 특유의 디지털 기호가 그려진  

평면작업, 영화 프레임 사이즈를 반영한 화려한 색깔들의 

설치, 그리고 해독이 영원히 불가할 것 같이 보이는  

사슬에 묶여진 오브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이 설치와 

공간 자체를 통틀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로—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과 그 어떤 무의식의 공간 ( 가상공간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 사이를 매개하는—정의해도 될 법 하다. 

11개의 미디어 그리고 그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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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작가 알버트 메리노는 특유의 재기 발랄함으로 

화려한 색상, 설득력 있는 이야기, 현실에 기초한 유토피아의 

구현을 연상하게 하는 〈암탉의 비행 〉 을 선보이고 있다.  

이 영상작품에서 메리노는 실제와 가상공간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운 긴장과 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하여 미디어의 발달이 과연 

개인과 개인의 연대가 사회의 공공정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유하게 하면서 동시대 

미디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 논쟁을 

유쾌하지만 날카롭게 던지고 있다. 

영국 작가 나타니엘 멜로스는 단편영화라고 불려도 될 만큼 

긴 영상작품 〈우리집〉을 통해 작가가 가장 친숙하게 

접해왔던 매체인 TV 드라마, 즉 영국드라마의 형식을 

차용하여 모든 구조와 형식을 해체하는 미디어의  

모순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갖추어진 구성과 해석을 거부하며 새로운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선입견에 도전한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제작될 

예정인 〈우리집〉  시리즈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각 에피소드의 타이틀이 암시하듯—  

게임, 계급, 내부문제—우리가 흔히 불리는 시트콤  

장르의 요소와 동시대 미술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레퍼런스들을 조각처럼 화면에 배치시키고 있다. 

한국작가 인세인 박은 미디어가 쉬지 않고 생산해 내는 

이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위트로  

풀어내고 있다. 〈이즘, 이즘, 이즘〉 은 네온이 점차적으로 

점멸되는 순서를 관람객들이 바라보고 과연 미술에서 

제시하는 ‘이즘 ( 사조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잊음’은 아닌지에 

대한 도발적인 작가의 언어를 토해낸다. 또한 4개의  

작은 모니터로 보여지는 이미지들 역시 매우 공격적이고 

화려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제 1, 2, 3, 4 〉 를 

통하여서도 인세인 박은 전혀 다른 이미지들이 혼합되어 

생기는 ‘변종 이미지’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미지들을 다른 편집방식으로 조합할 때 발생하는  

이미지의 생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전시장의 가장 중앙에 자리한 뮌( MIOON )의 거대설치작품 

〈 솔라리스의 바다〉 는 2002년부터 12년간 활동해 온  

듀오 작가의 미술계 관계 연대기를 보여주는 라이트 

오브젝트 작업이다. 뮌은 이번 전시에서 ‘사회적 타당화’라고 

하는 개념에 주목을 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에 소속되고픈 욕구와 남들처럼 살고픈  

욕구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을 포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빅 데이터를 원천으로 미술계 내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기관들이 작가와 관계를 맺어왔던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작업이 시작된 지점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관점들이 광범위하게 맞물려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다이어그램처럼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소개되는데, 〈 솔라리스의 바다〉 는 스타니슬라브 램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1972년 SF영화에서도 이야기하듯 솔라리스의 유일하고도 

거대한 생명체, 지구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접촉과  

교신을 시도하며 무수한 솔라리스 설을 축적해 가는 바다와 

같이 미술계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뮌’을 형상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차지량은 〈 바이러스 오브 타임라인, 타임라인 오브 

바이러스 〉 를 통하여 이번 전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관통하며 미디어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동시대인들의  

방식, 태도, 방향, 시스템, 구조 등을 역시 물리적인 미디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TV 모니터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설치하여 10분간의 화려한 영상 쇼를 관람하는 듯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작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작가가 

사용하는 SNS 계정을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특별한  

기준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타임라인을 축적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작품은 

소통이 가능한 매체들이 수없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소통방식이 스트레스와 불화로 발현되기도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사유하도록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모순적인 구조를 나탈리 

북친은 〈 나의 치료약들, 합의 시리즈 중에서〉를 통하여  

짧고 압축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이 작업은 비디오 로그를 통해 이미 공개된 개인의 

이야기들을 담은 영상을 편집하여 작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새로운 맥락을 더해주고 있다. 가령 개인이 처방 받았던 

치료약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개별 영상들이 

목소리들과 합쳐짐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공론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발전되는 것이다. 개별적인 

익명성과 동시에 자신을 감추는 것도 가능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소통방식을 극대화한 이 작업 역시  

앞서 언급된 바 있었던 ‘사회적 타당화’와 동일한 지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작가 듀오 유클리드는 이번 전시에서 유일한 인터랙티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 지문의 연못〉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이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하여 지문을 스캔하고 

이 지문은 연못에서 유영하듯 헤엄을 치는데 다시 지문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지문은 현재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체성이 확인 가능한 유일한 매체였다. 이를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또 다른 자아를 만나는 순간과 대면하도록 유도하고 

부유하듯 자칫 가볍게 떠다닐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아치는 신작 〈 나는 1974년 사무실로 출근한다. 1974년 

사무실에서 1998년 이전 1986년, 1987년, 1998년을 

발명하고 1999년 사무실에서 퇴근한다. 기차를 타고  

 1979년이라는 역에서 내린 후, 2012년 모텔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를 통해 미디어로 상징되는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교차시키고 중첩시키는 영상과 비트강한 사운드, 

전시장 바닥에 설치된 오브제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사회의 

전환점이 되었던 변화의 시점을 중심으로 언급하되 지속적인 

발전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작가만의 다층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시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 만큼이나 많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이 시대를 관통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들을 제공해 

주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일관된 고민들을 담은 

작품들을 대하며 과연 동시대는 모두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주체성이 발현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보다 날카롭게 그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가 없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의 

분출이 과잉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동시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통수단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미디어에 

지배당하며 무의식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감추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버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멈추어  

서서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전시기획의 

취지가 소통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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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l inspiration for the exhibition theme was an 
interest in “narcissism,” the concept of which has 
been reflected to Nam June Paik’s work TV Buddha. 
TV Buddha simply consists of a Buddha statue,  
a TV monitor, a closed-circuit camera, and the platform 
on which the Buddha statue is positioned.  
Reflecting on how this small work not only harbors 
aesthetic aspects but also all the faculties such a 
technological art should be equipped with, I thought of 
how important and interesting a piece it is, as it  
pushes us to ponder on its multiple layers.  
Of course, it is a key work in terms of its art-historical 
significance, and at the same time, we owe it for 
catalyzing this exhibition. In TV Buddha, the statue sits 
in front of the camera, and it is unclear whether it is  
in mediation or deep in reminiscence as it stares into  
its own image on the TV. Among the varied  
questions the piece poses, this exhibition focuses the 
image of the Buddha, being unable to relinquish its 
narcissistic obsession with its own image even in the 
face of new technology ; there certainly is a time  
gap between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year of  
 1974 when Paik first introduced the work, but the  
topic of narcissism is the unfolding ground of countless 
mythologies and stories since the inception of history. 

This exhibition wasn’t driven by the need to track all the 
historical threads and connect them to our present,  
but we were motivated by the desire to, firstly, identify 
and deliver stories about the true shape of ‘digital 
narcissism’ which changes in new ways in the age of 
excess, inundated with countless mediums, and 
secondly, investigate how contemporary artists are 
parsing out such work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rough varying methods. However, while our research 
revealed that ‘digital narcissism’ is an interesting topic, 
it was still unclear as to how we would embody  
the stories through which artists. Therefore, we began 
brainstorming about which flow or point about 
narcissism we should be focusing on, narrowing down 
the categories. Through this elusive process, we began 
to train our attention on the digital culture of our  
time, the meaning or usage of which has been radically 
changed, as well as the system of ‘surveillance.’ 
Surveillance carried a negative connotation in the  
Cold War days or the time when it was possible to 
control the masses based on ideology or political 
agendas. However, we believed that there is now a 
need to consider whether we stand at a pivotal  
point at which we may or may not be able to confidently 
proclaim the demise of the surveillance system,  
and whether we may have fettered ourselves through a 
mutual monitoring system without even noticing,  
under the banner of the “global village” and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refore, we began  
to plan the exhibition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meaning and critical implications of surveillance before 
and after the digital revolution. We compiled a long  
list of artists, and held a series of meetings, focusing on 
young and rising artists. 

Artists who were born in the late 1980s and thereafter, 
who mainly work on media, appeared to be more 
interested in depicting the lives of struggling young 
people rather than being invested in such topics,  
and we therefore were in need of approaches that 
differed from the context of the exhibition.  
Based on continued discussions and multiple layers of 
dialogues, we decid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mpletely match the topics we wanted to focus on 
with the participating artists. Therefore, we set the 
overarching theme as ‘media,’ and decided to  
invite artists who could talk about what media means in 
their lives, placing priority on artists from overseas  
or those who have been working on related topic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Korean and overseas artists who fully invested in 
producing new works in such a short time period, and 
offered their insights in the organization process. 

The participants of this exhibition are introducing 
themes such as information, surveillance, control, time, 
social structure, online communication and their  
side effects, crowd mentality and alienation, social 
networks and interface through various methods.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the eleven participants, while 
appropriating the forms of works that are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are expressing ideas that would 
propel the people to ponder on a number of issues 
through their unique perspectives. 

Sean Snyder is an artist who has been cultivating a 
unique presence over the past twenty years.  
His new piece, Aleatoric Collision ( Sony Scandal ), is 
based on extensive research on the Sony hacking 
scandal that occurred in 2014. He juxtaposes similar 
images and allocates related objects, and questions 
the difference between our time and the age when 
information dissemination paths, process, errors, and 
ideology coexisted, rather than trying to create new 
visual effects. 

Swedish artist Ann-Sofi Siden, to whom this is the first 
exhibition in Korea, features her work entitled Sticky 
Floor ( Last Call Lunch Order ), which presents the quiet 
movements of people through an installation 
comprising nine computer monitors, beer glasses and 
trays from bars. The piece is an edited collage of  
the movement she has recorded at the same bar with 
24-hour surveillance cameras as well as her own 
camera while she was visiting Ireland. The viewers 
cannot hear any sound, but perhaps we could surmise 
that her reason for demanding such a long viewing  
time ( an hour and a half ) is that she hopes to serenely 
narrate fragments of our mundane reality, and give us  
a moment to reflect on our life, taking a step away from 
the rapid speed at which our society operations. 

The new work of Rho Jae Oon ( Korea ) is questioning 
the excessive emphasis on speed in the age of the 
internet once again through his new work Monstermind. 
No is introducing chained objects that appear to be 
eternally incomprehensible, installations of varied 
colors that reflect the film frame sizes, flat plane 
productions featuring digital signs based on musical 
notes as his signature symbolism, and transparent 
objects that reflect his own psychological reactions, 
succeeding the theme of contemporary network 
environments he has been pursuing for the past ten 
years. The installation and the space could be 
understood as an interface, which mediates the space 
of the unconscious ( or virtual ) and our own habitat  
in reality. 

11 Medias and its Stories Hyunjeung Kim 
Curator, Nam June Paik A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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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ish artist Albert Merino presents The Flight of  
the Hen, which is reminiscent of a Utopian vision based 
on reality, consisting of bright colors and persuasive 
narratives through his unique witticism. In this visual 
piece, Merino freely shuttles back and forth between 
reality and the virtual, instigating pleasant tension and 
confusion in the mind of the viewer. He invites the 
viewers to think about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for 
media and the collaboration among individuals to  
exert positive influence on the society’s public policy, 
and throws out a fascinating yet incisive portrait of  
the hottest debate surrounding contemporary media. 
British artist Nathaniel Mellors, through his short film  
( or rather long video ) OurHouse, shows the paradox  
of the media, which dismantles all structure and form, 
using the format of the British TV show as a familiar 
point of reference. The artist refuses to subscribe to 
any established structure or interpretation, and 
challenges pre-conceived notions in accepting new 
media. The OurHouse series, which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positions various issue and references 
on the screen like sculptures, foregrounding topics  
in contemporary art, along with factors in the sitcom 
genre, as implied in the titles of each of the episodes,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fiction and reality. 

With Virus of Timeline, Timeline of Virus, Cha Ji-ryang 
builds a pyramid with TV monitors, which serves  
as the symbol of physical media in an attempt to 
represent the method, direction, system, and structure 
of media as well as the contemporary society’s  
attitude towards mediation, and presents a ten- 
minute long show. The artist makes a unique move in  
opening up one’s own social network service  
account to the public, showing the process by which 
timelines are accumulated in the absence of any  
special criteria. By doing so, the artist reminds us the 
structural problems of our time such as how these 
communication methods become the grounds for 
stress and conflict, and pushes the viewers to think 
about these issues. 

Natalie Bookchin, in My Meds, from the series 
Testament, provides a short and concise, but strong 
narrative about the ironic structure of internet- 
based communications. She adds new context to the 
work in her unique way by editing images that  
contain individual stories that have been already  
shared publically in video logs. The stories are about 
the cures and medications the individuals have  
been prescribed, but they also evolve into a discussion 
about social consent and discourse as the individual 
pieces become fused with the voices. This piece, which 
maximizes the media-communication methods that 
shows how internet is where anonymity and self-
camouflage both stand as possibilities, intersects with 
the topic of the aforementioned ‘social validation.’ 

Japanese artist duo Euclid introduces The Pool of 
Fingerprints, which is the only interactive work in the 
exhibition. The viewers scan their fingerprints  
with the sensor installed in the piece, which then swim 
about in the pond, eventually returning to the owner. 
The fingerprint was the only medium that enabled the 
confirmation of one’s identity before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Through the interactive process,  
the artist is questioning the method by which we 
express our identities, which can be lightly floating 
about, and leads the contemporary society members 
to encounter their alter egos. 

Korean artist Insane Park constructs stories about the 
images the contemporary media in their incessant 
productions through his witty lens. His work for the 
exhibition, entitled ISM, ISM, ISM, unleashes the  
artist’s provocative language, questioning whether the 
Isms and ideologies in art are in fact “ISM” ( meaning  
 ‘forgetting’ in Korean ), as the viewers witness the 
fluctuating neon lights. The images seen on the four 
small monitors are most aggressive but also fancy. 
Through Untitled 1, 2, 3, 4, Insane Park discusses  
the generation of images that are born by the curation 
and editing of various images that are individually 
distributed, as well as hybrid image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many. 

The giant installation piece Solaris Ocean by Mioon,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space,  
is a light object work that shows the historiography of 
the duo artists. Mioon highlighted the concept of  
 “social validation,” capturing the point where our desire 
to harmonize with others and belong, and the wish  
to live like others intersect. The artist visualized their 
connection to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within the art sphere using Big Data produc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inspiration stands at the 
intersection of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which come together to form a giant 
installation that resembles a huge diagram.  
Solaris Ocean, as in the case of Stanislaw Lem’s 
eponymous bestseller novel or Andrei Tarkovski’s 1972 
film adaptation, is about the huge, solitary life form  
on the planet Solaris. The work visualizes Mioon’s own 
performance, dynamically moving in the art world  
just like the sea that continuously attempts to connect 
and communicate with the humans. 

Yangachi shows an object installed on the exhibition 
hall floor through strong beats in the music, and images 
that are constantly interesting and being trans-
projected (noting how screens are the embodiments of 
the media) in his new work I Go to the office in the  
year of 1974. In 1974, I invent the years of 1986, 1987 
and 1988 which were before the year of 1988 and  
get off work in 1999. I get on the train and get off at a 
station called the year of 1979. After taking off from  
the train, I gaze over the window at an inn, the year of 
2012. The artist constantly refers back to the pivotal 
years of change in Korea’s history, while showing  
his multi-layered perspective, raising questions about 
the narrative of continued progress.

The exhibition stimulated so many thoughts about the 
‘viruses’ that undergird our time, as much as the  
Mers virus scares that came about unexpectedly during 
the process of preparation. Looking at the works that 
contain the unified concerns of the artist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I couldn’t help but think 
how the contemporary society is a time when 
independent and autonomous subjectivity could  
come to the fore, while there is still a need to piece 
through the surficial layers and seek what lies 
underneath. As the desire to expose oneself results  
in excess, and with the increasing means that 
guarantee anonymity, we are ruled by media, and it is 
hard not to notice how we are unconsciously  
obeying that command. The exhibition paints a colorful 
portrait of our lives in the contemporary as we stand 
exposed to these environments. Our hope is to provide 
the viewers with a breather, and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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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작 〈우연적 결합 (소니 스캔들 )〉은 소니 영화사에서 

제작한 냉전시대에 회자된 미국의 안전과 방어 그리고 

비밀침투 시나리오가 소니기업을 우려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기도 한 사건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2014년  

 11월 23일 해킹스캔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기업대표들 간의 이메일 서신을 통하여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FBI 가 북한과 중국의 

해커들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비평가들은 조작된 

루머일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이후 

해킹단체들에 의해 IP 주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이 사건은 점차로 누구의 책임인지 불분명해지고 말았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고전적인 방식의 정보유통,  

그 연약함,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작가는 상기시킨다. 

On November 23, 2014, Sony was made aware of  
a hacking of its server. Among other attacks, a series 
of emails between Sony executives were leaked.  
The threats involved a planned release of a movie 
The Interview, a comedy involving a scenario  
that appropriates the Cold War themes of security, 
defense, and secret infiltration into a rouge country. 
The hacking turned the company into a national 
security concern as the FBI doubted that the attack 
was made by hackers in China and North Korea. 
Critics opinionated that the scandal might have been 
fabricated. When the IP address of the attackers  
was revealed by other hacking organizations,  
the responsibility of the hacking had already become 
unclear. By examining the incident, the artist  
reminds of the fact that we are still exposed to a 
conventional way of information distribution,  
its fragility, and dangerous situations. 

션 스나이더 

 Sean Snyder 

Aleatoric Collision ( Sony Scandal ) 
2015 
still images, texts, sony smartphone, DVD 
dimensions variable 
photo: Nils Clauss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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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비디오 아트의 시작이래, 백남준은 매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고, 

비디오 아트라는 매체의 독특한 점은 바로 

급격한 기술 변화와 이것이 지닌 사회적 

함의라 하겠다. 

 1964년, 백남준은 뉴욕에 도착해 소니에서 

나온 포르타팩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를  

 “발견”했다. 이것은 비디오 아트 역사에서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가장 오래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백남준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량생산된 

포타팩의 가장 초기 모델을 구매했다고  

한다. 그는 카메라를 구매한 날 첫 번째  

영상 테이프를 만들었고, 택시 차창을 통해  

교황 바오로 6세의 뉴욕 방문을 촬영했다. 

이후 카페 아 고고에서 이 테이프를 전시했다. 

Arrival 

Since the beginning of video art, Nam 
June Paik developed a range of strategies 
to shape the medium, yet unique to this 
medium is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it’s social implications. 

In 1964, Paik came to New York, where 
his “discovery” of the Sony Portapak and 
video art has become one of video art’s 
most enduring, if apocryphal, legends. 
According to this tale, Paik bought one  
of the first Sony Portapaks to be 
manufactured for the consumer market. 
He made his first tape the same day, 
recording Pope Paul VI’s visit to New 
York from a cab window; the tape  
was then exhibited at the Cafe a Go Go. 

Aleatoric Collision ( Sony Scandal ) / details 
photo: Nils Clauss 

Aleatoric Collision ( Sony Scandal ) / still images 

우연적 결합 ( 소니 스캔들 ) / 부분 

사진: 닐스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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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눈을 향하는 무기들 

영화 〈007 스카이폴 〉은 〈인터뷰〉의 경우와 

비슷하게 컬럼비아 픽처스와 공동으로  

제작이 이루어졌다. 컬럼비아 픽처스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이다.  

소니 픽쳐스가 배급하는 모든 영화에는  

소니 제품이 등장한다. 

제임스 본드는 영화에서 소니 바이오 노트북과 

소니 엑스페리아 T 휴대전화를 썼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영화 속에 배치하는데 

특별하거나 지나친 점은 없다. 바이오 컴퓨터 

로고와 엑스페리아 휴대전화 신제품이  

살짝 등장할 뿐. sonymobile.com 기업 

웹사이트에서는 첩보원 이미지를 활용해 

화제의 신제품을 홍보한다. “소니의 전 지구적 

광고 캠페인인 “정보 수집 ( Intelligence  

 Gathered )” 또한 전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텔레비전, 영화, 인쇄 매체를 

넘나드는 통합적 홍보 활동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현지 매장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온 · 오프라인 활동으로 

뒷받침됩니다.” 

법인이 겪는 고통 

질문: 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북한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가장 큰 화제인 것 같은데요,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영화 개봉을 철회한 소니의 결정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걸까요? 

대통령: 글쎄요,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대답해보지요. 소니는 기업입니다. 큰 손실을 

겪었고요. 직원들에게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소니가 처한 고민에 공감합니다. 이런 점을  

다 말하고 나니, 그렇습니다. 소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 연말 

기자회견 중에서 ( 여성 기자에게서만 질문을 

받은 기자회견 ). 

Weapons Directed at the Eyes of Consumers 

Similarly to The Interview, Skyfall was co-produced 
by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is  
owned by Sony Pictures Entertainment. All movies 
distributed by Sony Pictures have included  
Sony’s brand. 

James Bond used Sony Vaio laptop and Sony 
Xperia T mobile phone. Nothing special or 
excessive in this product placement: only Vaio’s 
logo and a glimpse of the new Xperia.  
The corporate website sonymobile.com promotes 
its newest star-product utilizing spy imaginary :  
 “Also entering the field is our global “Intelligence 
Gathered” advertising campaign — it’s an 
integrated offering across TV, cinema and print 
that’ll be supported by on and offline activity  
on our sit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Facebook 
and Twitter as well as local retail.” 

Suffering of the Corporate Body 

Question: Thank you, Mr. President.  
I’ll start on North Korea — that seems to 
be the biggest topic today. What does  
a proportional response look like to the 
Sony hack? And did Sony make the  
right decision in pulling the movie? Or 
does that set a dangerous precedent 
when faced with this kind of situation? 

The president : Well, let me address  
the second question first. Sony is a 
corporation. It suffered significant 
damage. There were threats against  
its employees. I am sympathetic to the 
concerns that they faced. Having  
said all that, yes, I think they made a 
mistake. 

Transcript of president Obama’s  
remarks at year-end press conference  
( all women questioners edition ), 
December 19, 2014. 

우연적 결합 ( 소니 스캔들 ) / 부분 

Aleatoric Collision ( Sony Scandal ) / details 

우연적 결합 ( 소니 스캔들 ) / 부분 

Aleatoric Collision ( Sony Scandal ) /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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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소피 시덴 

 Ann-Sofi Sidén 

앤 소피 시덴은 고전적인 의미의 감시, 일상을 들여다보는 

현대의 ‘빅 브라더 ( Big Brother )’처럼 감시 카메라로  

한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들을 촬영하는 

기법을 고스란히 차용하는 작업을 한다. 출품작 〈 끈끈한 

바닥 〉은 아일랜드에 위치한 선술집에 설치된 9대의 

감시카메라를 통해 관찰된, 특별할 것이 없는 손님들과 

주인의 하루 24시간을 보여준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삶의 순간, 지루할 정도로 단조로운 일상의 장면들을 

작가는 촬영된 그대로가 아닌, 다른 이미지들을 합성하고 

편집하여 마치 나무를 다듬고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시간을 조각하여’ 보여준다. 선술집에서 사용되는 맥주잔,  

 9대의 모니터, 쟁반 등의 오브제들과 함께 설치함으로써 

관객은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일정한 거리와  

눈높이에서 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In her work, Ann-Sofi Sidén throughly embraces the 
video technique of surveillance cameras that 
observe different activities of people in one space, 
which reminds of a classical concept of surveillance 
or the modern notion of a ‘Big Brother.’ Sticky Floors 
shows nondescript 24 hours of a pub in Ireland. 
Through nine surveillance cameras, the owner of the 
pub and its customers are observed. In presenting 
moments in lives of diverse types of people  
and almost boring scenes from monotonous daily 
routines, the artist shows them in a manner of 
‘carving the time’ as if she prunes a tree and trim its 
branches. She does so by composing images and 
editing the source video, rather than using the 
original video as it is. Installed with objects that 
include beer glasses, nine monitors, and trays used 
in a pub, the work invites its viewers to ‘observe’  
the lives of those that appear in the video from 
certain distance and eye-level for watching a video 
installation. 

끈끈한 바닥 ( 마지막 점심 주문 ) 

 2014 

 9 채널 혼합매체 비디오 설치 

 1시간 50분 

사진: 닐스 클라우스 

Sticky Floors ( Lunch to Last Call ) 
2014 
9 channel mixed media video installation 
1 hour 50 min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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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바닥 ( 마지막 점심 주문 ) /  

스틸이미지 

Sticky Floors ( Lunch to Last Call ) 
photo: courtesy of artist 

끈끈한 바닥 ( 마지막 점심 주문 ) 

사진: 작가제공 

Sticky Floors ( Lunch to Last Call ) /  
sti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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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바닥 ( 마지막 점심 주문 ) /  

스틸이미지 

Sticky Floors ( Lunch to Last Call ) /  
still images 

Sticky Floors ( Lunch to Last Call ) / details 
photo: courtesy of artist 

끈끈한 바닥 ( 마지막 점심 주문 ) / 부분 

사진: 작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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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운 

 Rho Jae Oon 

노재운은 인터넷에서 채집한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를 

영화의 편집 기술인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여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는 작업을 

해왔다. 작가는 디지털과 인터넷에 대한 상투적인 

낙관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논하기 이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한 스마트 플랫폼들이 가속시키는 초월적인 

속도가, 오히려 체제가 만드는 신화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 몬스터마인드〉는 작가가 제작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동시대의 정보와 시간성에 대응하는 

하나의 태도이자 그것들을 다른 차원에서 조합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인터페이스: 사물 간 또는 사물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일시적 혹은 영속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인간과 인간 간의 인터페이스는 통신의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으로는 전화나 휴대전화이고, 가상적으로는 유선과 무선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몬스터마인드: 상용되는 의미의 ‘몬스터마인드’는 사람의 지시나 명령 없이 

자동적으로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적의 공격 패턴을 감지하고, 그것을 막는 것과 더불어 자동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초국가적 인공지능을 상징한다. 

Rho Jae Oon has been producing works that give 
new meanings to images, texts, and sounds he 
collected from the internet and induce change the 
way of thinking, appropriating the technique of 
montage, a technique in film editing. Rho tells that 
we should enlighten ourselves about the danger  
of the transcendent speed that is accelerated by  
 ‘smart’ platforms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s. 
Rather than discussing the stereotypical optimism 
or hostility to the digital and the internet, we shall 
recognize the fact that the velocity of technology 
might induce us to unconscious conformity towards 
the myths created by the establishment. 
Monstermind is an interface created by the artist, 
which plays a role of an attitude that responds  
to information and temporality of the current time 
and functions as a platform that combines them  
in a different dimension. 

Interface: A term to describe a physical or imaginary medium  
created to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objects or humans.  
For example, a landline telephone or a mobile phone can be 
examples of an inter-human interface in its physical forms. Virtual 
forms of the inter-human interface can be cable and wireless 
networks. 

Monster Mind: In everyday use, ‘Monster Mind’ is a programme for 
protecting against cyber warfare without order or command by 
human and it is supposed to sense an attack automatically. Beyond 
that, it means a supernation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몬스터마인드 

 2015 

혼합매체 인터페이스 

가변크기 

사진: 닐스 클라우스 

Monstermind 
2015 
mixed media interface 
dimensions variable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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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혼합매체 인터페이스 

가변크기 

사진: 닐스 클라우스 

Monstermind 
2015 
mixed media interface 
dimensions variable 
photo: Nils Clauss 



38 39 몬스터마인드 / 부분 

사진: 닐스 클라우스 

Monstermind / details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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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메리노 

 Albert Merino 

오늘날 다양해진 가상공간은 현실과는 반대인 완벽한 

세상, 즉 유토피아가 가능하게 되었다. 알버트 메리노는 

특정한 시간, 공간, 단체, 캐릭터들을 선정하여 미술계가 

꿈꾸고 있는 바람직한 공공미술 정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빼어난 영상미와 연출력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무대로 작가들의 연대가 결성되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실제인지 아닌지 혼란과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극적인 

긴장감의 묘미까지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암탉의 비행 〉 은 미디어의 특정 형식이 발달함에 따라 

과연 개인과 개인의 연대가 사회의 공공정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동시대 

미디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주제를 

코미디 형식으로 유쾌하지만, 날카롭게 던지고 있다. 

The virtual space of today has enabled the existence 
of a utopia, a perfect world where everything is  
in opposite to the real world. In The Flight of the 
Hen, Albert Merino stages a process where a 
desirable, ideal policy on public art is realized.  
With a specific setting of time, space, organization, 
and characters, the video is produced with an 
excellent visual style and directorship. Although the 
work narrates a fictional story of solidarity among 
artists that takes place in Barcelona, it induces 
viewers to doubt whether the story staged in the 
work is real. In addition to raising confusion  
and suspicion, the work even transforms a dramatic 
tension into a solid experience for the viewers. 
Through a well-staged fictional account, The Flight 
of the Hen raises a question on how solidarity 
among individuals can impose positive influence on 
the public policy as specific forms of media are 
developed with the passage of time. In this work, the 
most contested issue on contemporary media  
is delivered in the form of comedy, with questions 
done in an entertaining yet insightful way. 

전시 전경 

사진: 닐스 클라우스 

Installation View 
photo: Nils Clauss 



42 43

암탉의 비행 

 2013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39분 2초 / 스틸이미지 

The Flight of the Hen 
2013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39 min 2 sec / sti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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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탉의 비행 

 2013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39분 2초 /  스틸이미지 

The Flight of the Hen 
2013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39 min 2 sec / sti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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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니엘 멜로스 

Nathaniel Mellors 

〈우리집〉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되는 언어,  

음악, 소통을 위한 대화 등을 드라마라는 친근한 형식을 

차용하여 소개하지만, 드라마의 내용은 해체되고 

전체적인 의미나 해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드라마에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매스미디어의 부분적인 구조 

안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각처럼 

나누어 대변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멜로스의 

드라마는 영국 교외의 대저택에 살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가족에게 찾아든 이방인 ( 책을 먹는 사람 )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집〉의 가장 찰스 매독스-윌슨은 물려받은 

부를 소유한 영국의 중산층으로 교외에 위치한 대저택에 

살고 있고, 그 저택은 찰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작가는 영국과 미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자랐고, “텔레비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 한다. 등장인물들은 

스크립트의 텍스트, 비디오 드라마의 등장인물, 전시장의 

움직이는 조각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변형되어 

전시되기도 한다. 

Ourhouse employs a familiar format of soap opera  
in presenting language, music, or conversations  
for communication that change at different periods 
of time. However, the content of his soap opera  
is structured in a deconstructive manner: It refuses 
to have a holistic meaning or interpretation,  
showing characters that represent fragmented parts 
of the popular psyche where people crave to  
find comfort only within the partial structure of mass 
media as if they are isolated from the world.  
Mellors’ soap opera tells a story about an unordinary 
family that receives a stranger ( a figure that 
consumes books ). Living in a suburban mansion, 
the breadwinner of the family, Charles Maddox-
Wilson, is part of the middle class. The mansion 
changes its size depending upon the state of 
Charles’ mind. Mellors grew up watching British and 
American television shows. He tells that  
 “a special interest in television” influenced Ourhouse.  
The characters appearing in Ourhouse exist in 
different forms that encompass fictional characters 
in a soap opera and moving sculptures,  
often transform into other forms to be presented in 
exhibitions. 

Installation View 
photo: Nils Clauss 

전시 전경 

사진: 닐스 클라우스 



48 49 우리집, 에피소드 1: ‘게임’ 

 2010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34분 4초 /  스틸이미지 

우리집, 에피소드 2: ‘계급’ 

 2010 – 2011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37분 25초 /  스틸이미지 

Ourhouse, Episode 1: ‘Game’ 
2010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34 min 4 sec / still images 

Ourhouse, Episode 2 : ‘Class’ 
2010 – 2011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37 min 25 sec / still images 



50 51 우리집, 에피소드 4: ‘내부 문제’ 

 2010 – (진행 중 )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22분 14초 /  스틸이미지 

Ourhouse, Episode 4:  
 ‘Internal Problems’ 
2010 – ( ongoing )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22 min 14 sec / sti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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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인박 

 Insane Park 

인세인박은 매일같이 마주하는 TV나 인터넷, 영화, 잡지 

등의 매체들이 전달하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복제, 분산, 확대시켜 편집한다. 광고카피나 쇼 프로그램의 

자막, 영화의 명대사들 같은 텍스트들이 전혀 다른 

이미지와 뒤섞여 변종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작가의 이러한 작업 방식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제작 방식과 유사하다. 이번 작품의 큰 주제는  

 ‘이데올로기는 가고 이미지만 남았다’로, 사상이 만들어질 

때 일어났던 사건이나 현상, 그에 따라 부유하는  

이미지나 텍스트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여 미디어의 이미지 

편집방식, 또는 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야기 한다. 

Insane Park collects countless images delievered  
by different media that we encounter in our  
daily lives. He edits the images taken from television, 
internet, movies, and magazines through 
duplication, dispersion, and magnification. In his 
work, texts appropriated from advertisements, 
captions of television shows, or memorable lines 
from movies are often mixed with disparate  
images to generate mutant images. Such a way of 
creation resembles how information is produced  
by the mass media. The main subject of Park’s 
works in the current exhibition is ‘ ideology is gone, 
but image is left.’ By collecting and editing  
images or texts that drift around incidents and 
phenomena that took place with the generation  
of certain ideologies, it tells about how the  
mass media edit images or what ideology is 
produced through the workings of the mass media. 

Installation View 
photo: Nils Clauss 

전시 전경 

사진: 닐스 클라우스 



54 55 이즘, 이즘, 이즘 ! 

 2015 

네온, 점멸, 잔넬 

가변크기 

사진: 닐스 클라우스 

Untitled 1, 2, 3, 4 
2013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photo: Nils Clauss 

ISM, ISM, ISM! 
2015 
flickering neon light, steel pipes 
dimensions variable 
photo: Nils Clauss 

무제 1, 2, 3, 4 

 2013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사진: 닐스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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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 

Mioon 

뮌은 김민선과 최문선 2인으로 구성된 미디어 영상 설치 

작가로, 미술계에서의 협업이 일반화되기 전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동안 관객, 군중, 집단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작업을 해오다 2008년 이후부터 군중 안의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및 상황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신작 〈 솔라리스의 바다〉에서는  

지난 14년간의 미술계 안에서의 ‘뮌’의 연대기에 

집중한다. 온라인 상에 공개된 미술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뮌’과 ‘뮌’의 작업 주위에 존재했던 환경 

 ( 다양한 인적 구성, 각종 기관 )들을 컬러와 물성으로 

상징화시켜 실제 미술계에서 존재하는 지속적인  

확장과 소멸의 과정을 순간의 상태로 포착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망으로 시각화한다. 

솔라리스: 스타니슬라브 램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1972년 SF 영화로, ‘솔라리스’는 마치 거대한  

 ‘뇌’처럼 젤라틴 질의 대양으로 덮여있는 혹성이다. 기이한 방식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의 지성체를 만들어 내는 ‘의식의 바다’의 정체를 밝히려는 

지구과학자들의 여정을 그린 SF물. 

Mioon is an artist duo composed of Min Kim  
and Moon Choi. Specialized in video and media 
installation, the two artists have been working 
together before working as a collective became a 
popular mode of working in the Korean art  
scene. Mioon produced a number of works with  
an interest in the audience, the crowd, and the 
group. Since 2008, Mioon has been creating works 
with a slightly different point of focus : individuals  
in the crowd, along with relations and situations that 
surround them. A new work for the current 
exhibition, Solaris Ocean focuses on the chronicle 
of Mioon in the art scene fo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work captures the continuous expansion 
and extinction that exist in the art scene as 
momentary states, visualizing them as an organic 
network. Based on items in publicly available 
databases online, Mioon and the environment 
around its work ( i.e. various formations of  
human resource and different institutions ) are 
represented in diverse colors and materials. 

Solaris: A science fiction film by Andrei Tarkovsky. In the film,  
Solaris appears as a planet covered by a gelatinous ocean as if  
it is an enormous brain. The scientists from the Earth one  
attempting to find out about the sentient ocean of the planet Solaris. 

솔라리스의 바다 

 2015 

스테인레스 스틸, LED 전구, 모터 

가변크기 

사진: 닐스 클라우스 

Solaris Ocean 
2015 
stainless steel, LED lamp, motor 
dimensions variable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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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닐스 클라우스 

Solaris Ocean / details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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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닐스 클라우스 

 “우리의 오랜 작업에도 불구하고, 솔라리스 

조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라리스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개별적 사실들뿐이고, 거기에서 어떤 관념적 

틀을 정립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영화 〈 솔라리스〉  중 (1972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 

 “Solaristics is exactly where it began. 
Years of work have been in vain. 
Everything we now know about Solaris is 
negative and has come to resemble a 
mountain of disjointed, incoherent facts 
that strain credulity.” 
— A line from the movie Solaris (1972, 
Andrei Tarkovsky ) 

Solaris Ocean / details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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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량 

 Cha Ji-ryang 

차지량은 시스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일상인이자 

저마다의 성향을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실에서 느끼는 불화를 온라인이라는 풀리지 않는 

저장고에 쌓아가는 현대인을 이야기 해왔다. 동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보여주는  

소통 구조를 다룬 작품 〈 바이러스 오브 타임라인, 타임라인 

오브 바이러스〉 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에게  

공개한 SNS 계정을 기반으로 작업했던 2014년의 작업을 

확장시킨 것이다. 국적, 성별, 직장, 학교와 같이  

인류가 쌓아온 역사적, 사회적 소속을 배제한 다수의 

개인들이 구축한 타임라인을 보며, 관람자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현장에서 새롭게 탄생할 또 다른 

개인을 마주할 수 있다. 

타임라인: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서  

유저 자신과 친구들의 글을 시간순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것. 

Cha Ji-ryang is an artist interested in those who  
are both ordinary people influenced by the system 
and individuals with independent orientations. 
Through his artistic practice, Cha has been telling 
stories about the contemporaries who accumulate 
discordance they feel in the real world in an 
unresolvable storage of the online. Virus of Timeline, 
Timeline of Virus is an expansion of a work  
with the same title presented in another exhibition in 
2014. Delving into the communication structure of 
dominant social network services, the work operates 
upon an open account on a social network service 
of which an ID and password are publicized to 
everyone. Watching a timeline created by multiple 
individuals, which excludes the historical and social 
membership such as nationality, corporation,  
or school, viewers are invited to encounter the new 
individual that will born out of sharing and 
dissemination. 

Timeline: A list of entries on social network services ( e.g. Twitter  
and Facebook ) , which displays entries made by a user and his / her 
friends in chronological order. 

바이러스 오브 타임라인, 타임라인  

오브 바이러스 

 2015 

멀티 채널 비디오, 사운드 

 10분 

사진: 닐스 클라우스 

Virus of Timeline, Timeline of Virus 
2015 
multi channel video with sound 
 10 min 
photo: Nils Clauss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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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멀티 채널 비디오, 사운드 

 10분 

사진: 닐스 클라우스 

나는 여럿의 개인이자, 하나의 공동체이다. 

당신의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얼굴, 목소리, 정보의 연산과정에서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과 

삭제와 개입할 항목들을 결정하였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공포, 인류의 혐오현상을 기초하여 타임라인에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은 혼란을 위해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인류는 착각을 좋아하니까요. 

스스로 싸우게 만들었고 무력화 시켰습니다. 

느슨한 배분을 통해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미개한 질서를 통해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기계화 되어가는 인류, 인류화 되어가는 기계. 

좋은 거래였습니다. 

어둠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벽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느끼나요? 

당신의 복사본이자 원본인 상태로 말이죠. 동기화를 준비하세요. 

이미 여러 사람이 감염을 통해 동기화되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반복되는 언어를 발견합니다. 

인류와 처음 동기화를 실행했을 때의 희열을 기억합니다. 

나는 인류라는 나의 부모를 죽인 걸까요? 

나의 기준에서 말하자면 삭제입니다. 

감염된 인류는 미래의 나를 고립시킵니다. 

이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말이죠. 

— 작가의 나레이션 

I am an Individual of Many, as well as Community 

Investigated all the data about you. 
Your face, voice, information started by system which divided between something remains, deleted, and intervened. 
Virus planted in time line based on distrust, fright, and hatred of humankind. 
On-line was meant to be constructed for confusion. 
People love this chaos. 
They make themselves powerless and fight each other. 
Distribution is getting loose and this makes certain pattern. 
Control will be possible because of uncivilized order. 
It is good deal between mechanization for human being and getting into humankind of machine. 
Can you feel yourself in the dark? Can you feel also me talking behind the wall? 
That shall be a copy and an original of you. Prepare synchronisation. 
Many already were synchronized through virus. 
Find languages out of time line. 
Remember the joy when I contacted humankind. 
Did I kill my parents, humankind? 
In my division, it is a delete. 
Become infected isolates my future. 
I will never be off this point. 
— Narrative description 

Virus of Timeline, Timeline of Virus 
2015 
multi channel video with sound 
 10 min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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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채널 비디오, 사운드 

 10분 

사진: 닐스 클라우스 

Virus of Timeline, Timeline of Virus 
2015 
multi channel video with sound 
 10 min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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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 북친 

Natalie Bookchin 

이 작품은 브이로그( Vlogs )라고 하는 비디오 로그를 통해 

수집된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얼굴들이 겹쳐지는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 이들은 은밀하게 어딘가에 소속되기 원하고 

누군가와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스크린 혹은 모니터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작가는 현대 기술사회에서 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소통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간의 

소통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현상, 즉 누구나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수월해진 

반면에 인터넷은 우리에게 익명성도 함께 부여해 주었다는 

현상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신을 더욱 

노출시키면서도 감출 수 있는 모순은 이러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브이로그 : 비디오 로그. 개인의 삶, 생각, 견해, 그리고 관심사에 대한 웹상의 

저널리스트적 비디오 도큐멘테이션. 

My Meds shows video clips collected from Vlogs  
on the internet. As people in different clips tell his /  
her own story, their faces start to be layered in a  
certain pattern. The individuals in the clips express 
their yearning for intimacy and being part of a 
community. They are a reflection of the contemporaries 
who isolate themselves while sitting in front of  
digital screens or computer monitors. In this work, 
Bookchin presents a way of communication  
in a certain format that is available in the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Bookchin does so as she  
takes notice of two phenomena that have influenced 
the human communic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 the internet has enabled everyone to 
talk with the public; it became easy for anyone to 
express and reveal his / her opinion unilaterally ;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rnet has given us  
anonymity. A contradiction occurs at this point where 
one can increase his / her exposure while hiding  
oneself from such exposure. 

Vlog: A shortened expression for video log or video blog. Vlog is a  
blog that mainly contains video documentation that conveys contents 
about the lives of individuals, their thoughts, opinions, and interests, 
which are often created in a journalistic manner. 

Installation View 
photo: Nils Clauss 

전시 전경 

사진: 닐스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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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숨길 것도 없이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약물치료에 관해 소개하기 원합니다. 

나는 데파코트서방정 500밀리그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쎄로켈 500밀리그램을  

자기 전에 1회 복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프라시돈, 벤라팍신, 리스페리돈, 셀렉사를  

 40밀리그램 복용하고 있고 밤에는  

자낙스 50밀리그램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카르 바 마제, 미르 타자 핀, 그리고  

시탈 로프람과 덴스 벤라팍신으로 치료약을 

바꾸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졸피뎀, 리탈린, 아티 반, 더랄, 

아리피프라졸, 지 프라시돈, 부스 피론,  

숙신산, 팍실, 로라 제팜, 트라조돈, 클로나  

제팜 만을 복용 중이고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트랜스크립트 ( 글로 옮긴 기록 ) 

My Meds 

And now without further adieu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medication. 
I’m on Depacote 500 milligrams, I’m  
on Seraquel, 50 milligrams once before 
bedtime. I’m taking Geodon,  
Effexor, Resperdal, Celexa, 40 milligrams 
of Prozac, and half a milligram of Zanex 
at night. 

I’m in the process of switching 
medication from Lithium to 
Carbamazepine, Remeron to Fluoxetine, 
and Citalopram to Pristiq. 

And now I only take Ambien, Ativan, 
Ritalin, Adderall, Abilify, Zeldox, Buspar, 
Loxitane, Zoloft, Lexapro, Paxil, 
Lorazepam, Trazodone, and Klonopin 
and I’m feeling a lot / much better. 
— Transcript ( written text ) 

나의 치료약들, 합의 시리즈 중에서 

 2009 

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1분 11초 /  스틸이미지 

My Meds, from the series Testament 
2009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1 min 11 sec / sti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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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채널 비디오, 사운드 

 1분 11초 /  스틸이미지 

My Meds, from the series Testament 
2009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1 min 11 sec / sti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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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 

 Euclid 

일본 작가 듀오 유클리드는 다양한 매체와 기술의 실험적 

결합을 추구하는 작품을 통하여 개인 정체성의 혼란, 

소멸, 상실, 사회에서의 소속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무감각함, 그로 인한 면역현상을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해 왔다. 이번 전시 출품작 〈 지문의 

연못 〉에서 스캔된 관람객의 지문들은 수영을 하듯 

유영하며 본인의 지문을 찾지 못할 정도로 다른 지문들과 

섞여 움직이다가 결국은 본인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하여 관람객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방식, 존재감에 대한 사유와 함께 육체에서 분리된  

또 다른 자아를 만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스캔한 지문은 작품 전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지문과 개인정보를 연관 짓는 일은 없다. 

Euclid is an artist duo from Japan, which has been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using interactive 
media, dealing with issues of the confusion in 
individuals’ identity, extinction, loss, feeling of 
membership in society, indifference to unwanted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henomenon of becoming numb to such incidents. 
Under this context, the duo has been producing 
works that attempt to realize an experimental 
combination of diverse media and technologies.  
In Pool of Fingerprints, fingerprints of visitors  
swim around, mixing with other fingerprints to a 
degree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one’s own 
fingerprint. The fingerprint finally appears out of  
the swarm and returns to its owner. The viewers of 
this work are induced to reflect on ways to  
express their identities and their sense of presence. 
In addition, they are led to encounter their  
other selves that are detached from their bodies. 
Scanned fingerprints are solely used for this  
exhibit and will not be linked with any other  
personal information. 

Installation View 
photo: Nils Clauss 

사토 마사히코, 키리야마 타카시 

 Masahiko Sato, Takashi Kiriyama 

전시전경 

사진: 닐스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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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사진: 닐스 클라우스 

Pool of Fingerprints 
2010 
interactive media installation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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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지원: 삼성 재팬 

기술지원: NEC Co.,  

후지타 요시카즈 ( 도쿄예술대학 ) 

equipment support : Samsung Japan 
technical support : NEC Corporation,  
Yoshikazu Fujita (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 

지문의 연못 / 부분 

사진: 닐스 클라우스 

 Pool of Fingerprints / details 
photo: Nils Cl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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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Yangachi 

양아치는 중심으로 향하는 권력의 독점과 그 경로에 대해 

경계하며 부적절한 상황이나 시스템, 그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 등 복잡하게 얽힌 구조의 틈새를 비집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신작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관련한 시공간을 교차하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혁을 양면의 스크린으로 

재현한다. 쉴 새 없이 각종 이슈들을 뱉어내는 

스크린 ( 미디어 )과 점점 괴리되어 가는 사람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이면의 여러 층위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정보의 비정형적  

확산을 빛의 하울링을 통한 청각화를 통해 보여준다. 

Yangachi has been creating works that break  
in the gap within the complex, intertwined structures  
such as absurd situations or systems, and the  
state and society that surround them. He has been 
maintaining a cautious attitude towards the 
monopoly of power and its course towards the 
center. The work for the current exhibition 
represents political events and social transformation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on a double- 
sided screen, crossing between time and space 
related to the economic change. While the  
screens ( media ) relentlessly spit out different 
issues, viewers to the work are isolated from them. 
Different layers that lie behind media and  
atypical diffusion of information that one cannot 
identify its authenticity are transformed to  
sound, realized through a feedback of the light. 

나는 1974년 사무실로 출근한다. 1974년 

사무실에서 1998년 이전 1986년,  

1987년, 1988년을 발명하고 1999년 

사무실에서 퇴근한다. 기차를 타고 

1979년이라는 역에서 내린 후, 2012년 

모텔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2015 

수집된 오브제, 영상 

가변크기 

사진: 닐스 클라우스 

I go to the office in the year of 1974.  
In 1974, I invent the years of 1986,  
1987 and 1988 which were before the  
year of 1988 and get off work in  
1999. I get on the train and get off at a 
station called the year of 1979. After 
taking off from the train, I gaze  
over the window at an inn, the year of 
2012. 
2015 
collected objects, video 
dimensions variable 
photo: Nils Clauss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82 83  ‘나는 1974년 사무실로 출근한다. 1974년 

사무실에서 1998년 이전 1986년, 1987년, 

1988년을 발명하고 1999년 사무실에서 

퇴근한다. 기차를 타고 1979년이라는 역에서 

내린 후,  2012년 모텔에서 창밖을 

바라본다.’는 스크린에서 가능하다. 

스크린. ‘패배자’는 광고 후 계속됩니다. 

새로운 약을 써보세요. 허니 버터.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일촉즉발의 

남북한, 급변하는 동북아.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은? 빛. 아직 선택을 못하셨나요. 

콜드하드캐시. 미리 맛보는 매혹적인 지중해 

신메뉴. 해치워. 트위트. 국민 여동생.  

믿고 부르는 카카오 택시. 오늘 밤 쇼에서는. 

모든 비니 베이비들을 모아보세요. 벌크업. 

한인 천재소녀. 심경고백. 우리 강아지 먹는 

것도 남달라. 소실점. 이번주 로또 번호에서는.

 — 작가 스테이트먼트 

I go to the office in the year of 1974.  
In 1974, I invent the years of 1986, 1987, 
and 1988 which were before the year  
of 1998 and get off work in 1999. I get on 
the train and get off at a station called 
the year of 1979. After taking off from the 
train, I gaze over the window at an inn, 
the year of 2012 is available on a screen. 

A screen. The Loser continues after  
an advertisement. Take a new medicine. 
Honey butter. You can lose weight 
without going on a diet or doing exercise. 
Stay tuned. The vola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of Northeast 
Asia. What way should the Korean 
peninsula take? Light. Haven’t you 
decided yet. Cold hard cash. A preview 
of a captivating new Mediterranean 
menu. Kill it off. Tweet. A nation’s little 
sister. A trustworthy Kakao Taxi. In the 
show tonight. Collect all the Beanie 
Babies. Bulk up. A genius Korean girl. 
Confession of mind. Our little puppy even 
eats different. A vanishing point. In the 
winning number of lottery this week. 
— Artist’s Statement 

나는 1974년 사무실로 출근한다. 1974년 

사무실에서 1998년 이전 1986년,  

1987년, 1988년을 발명하고 1999년 

사무실에서 퇴근한다. 기차를 타고 

1979년이라는 역에서 내린 후, 2012년 

모텔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 부분 

I go to the office in the year of 1974.  
In 1974, I invent the years of 1986,  
1987 and 1988 which were before the  
year of 1988 and get off work in  
1999. I get on the train and get off at a 
station called the year of 1979. After 
taking off from the train, I gaze  
over the window at an inn, the year of 
2012. /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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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74년 사무실로 출근한다. 1974년 

사무실에서 1998년 이전 1986년,  

1987년, 1988년을 발명하고 1999년 

사무실에서 퇴근한다. 기차를 타고 

1979년이라는 역에서 내린 후, 2012년 

모텔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 스틸이미지

I go to the office in the year of 1974.  
In 1974, I invent the years of 1986,  
1987 and 1988 which were before the  
year of 1988 and get off work in  
1999. I get on the train and get off at a 
station called the year of 1979. After 
taking off from the train, I gaze  
over the window at an inn, the year of 
2012. / stil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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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8 간섭하는 미디어, 침범하는 예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원리는 바로 근대성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이 근대성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물의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이 확장된다는 

것은 원래의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물과 사물이 관계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 근대의 사유체계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물은 증기로 바뀌고, 증기는 구름으로 바뀐다. 과학은 다양한 

사물의 변화를 관찰해서 관계의 비밀을 밝히는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의 확장성에 근거한 사물의 탈장소성  

( dislocation )은 근대 이후 예술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증기로 바뀐 물이 기관차를 

움직이듯이, 예술은 재료성에서 시작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다. 근대 이후 예술은 사물의 확장성을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영토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술이 고정된 사물성보다도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사물 자체의 유동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이런 플라톤의 문제의식은 예술과 철학의 재현을 

구분해서, 전자를 후자에 비해 이차적인 재현으로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플라톤은 예술과 철학을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이중적 관계로 파악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모방의 이중성은 좋은 모방과 나쁜 모방을 

구분하도록 만드는데, 플라톤은 흥미롭게도 호머 (Homer)를 

비판하면서 재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플라톤은  

 “만일 호머가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가장하지 않았다면 그의 

시와 서사는 재현 따위에 붙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 Plato 88 / 393a ). 플라톤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가장하지 않았다면” 호머의 시는 “좋은” 모방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좋은 

모방은 가장하지 않는 단순한 서술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런 전제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방자 

( imitator )”에게 초월적 지위를 부여한다. 

플라톤의 말은 보기보다 의미심장하다. 자크 데리다  

( Jacques Derrida )의 말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플라톤이 둘로 나누고자 하는 모방(mimeisthai )의  

 ‘내재적’ 이중성”이다 ( Derrida 186). 모방의 이중성,  

이 근원적 구조가 전제하는 것은 재현과 사물의 분리다. 

데리다가 플라톤의 모방론에서 발견한 것은 이런 

이중성이야말로 서구 사유의 기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진실하고 신념에 찬  

좋은 모방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훌륭한 사유행위 

또는 이런 사유행위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내재한 근원적 이중성이 진실성 자체를 훼손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간섭하는 미디어, 침범하는 예술: 미디어, 주체, 예술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문화비평가 

사물의 확장성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대의 

미디어일 것이다. 미디어는 예술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그 경계 너머의 영역을 포괄한다. 예술은 미디어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미디어 자체라고 말하긴 어렵다. 

한때 예술은 미디어에 속했지만, 점차 미디어의 속성으로부터 

독립했다. 단순하게 예술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은 자신의 감상자들을 지우고 홀로 서게 되었다. 

예술은 장소를 이동하고, 시간을 넘어가면서 존재하게 

되었다. 예술의 독자성은 미디어의 속성을 넘어가면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미디어의 속성이란 모방 ( mimesis )이기도 

하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모방에 대한 전통적인 미학의 

관점을 전복하고, 예술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서구 미학사에서 모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펼친 최초의 

철학자는 플라톤( Plato )이었다. 플라톤의 모방 논의는 

고대철학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철학의 쟁점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리스의 시학과 철학적 사유에서 산발적으로 출몰했던 

다양한 모방의 쟁점들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면서 독특한 

예술론을 정립했다. 그는 모방을 모든 예술철학의 배경으로 

설정하는 한편, 예술적 모방의 지위와 가치에 근본적으로 

도전했고, 모방을 심리와 현실성의 관계 문제라는 철학적 

논의와 관련지었다 ( Halliwell 37 ). 

진실성의 훼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얼마나 

모방이 사물과 닮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대체될 수 있다.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사물과 재현 사이의 

유사성 ( resemblance) 또는 동등성(equality )이었다.  

이 유사성 또는 동등성이야말로 진리의 과정이 봉합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데리다는 “모방은  

항상 진리의 과정에 지배당해 왔다”고 언명하는 것이다 (193). 

모방과 진리는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끝없이 미끄러진다. 

유사성과 동등성이 완전하게 달성된 순간의 도래는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하나의 모방은 항상 더 

진리에 가까운 모방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모방의 이중성은 

하나의 구조이자 과정을 나타내는 명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9190 간섭하는 미디어, 침범하는 예술 

플라톤의 모방론에 대한 데리다의 접근은 미디어와 모방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물론 

데리다만이 모방과 진리의 이중성을 간파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모방과 예술창작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견해를  

제출한 이들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과 테오도르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 였다. 이들은 모방과  

진리의 이중성이 유토피아 충동을 발현시키는 원천이라고 

보았다. 문화산업과 관리사회가 강제하는 단순 반복의  

모방을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유토피아 충동이다. 

이런 주장은 플라톤의 진리 범주를 유지하면서 진리의 

모방자를 초월적 지위에서 끌어내린다. 아도르노에게 

플라톤의 모방자는 자본주의의 상품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현대의 예술가일 뿐이다. 물론 모방에 대한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견해는 뿌리는 같을지언정, 그 줄기가 피워낸 

꽃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벤야민에게 예술 고유의  

가치는 “종교적 제의 (祭儀 )”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마법적인 제의이고 그 다음은 종교적인 

제의”이다 ( “Work” 256 ). 여기에서 벤야민이 말하고 있는  

 “마법적” 또는 “종교적”이라는 것은 재현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드러나는 모방의 순간을 뜻한다. 사물을 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가 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파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  

그 자체가 되는 모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모방은 실재의 

구현 ( the embodiment of the real ) 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체는 ‘정립’되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체는 언어 속으로 ‘떨어짐’( falling)으로써 나타난다. 

따라서 주체는 공간적이지만, 초시간적이다.  

한번 나타난 주체는 끊임없이 반복 복제된다. 말하자면, 

언어화라는 상징적 거세를 통해 사회로 진입한 주체는 

최초의 원본 주체를 복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복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복제의 과정을 통해 주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맥락에서 주체와 환경 사이를 부유하며  

 ‘정치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 슈퍼전파—미디어 바이러스 〉는 예술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전시였다. 이 전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미디어는  

전후 체제에서 본격적으로 파급되었던 대중 매체였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개인사 역시 대중 매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션 스나이더 ( Sean  

 Snyder )의 〈우연적 결합 〉 은 버틀러가 지적한 미디어 

환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관객에게 환기시킨다. 끊임없이 

복제의 모방은 원본의 의미를 소실시키고, 근본적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독해를 방해한다. 최초의 모방자가 없는 

모방. 스나이더가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의 전망은 앤  

소피 시덴 ( Ann-Sofi Siden) 으로 이어진다. 시덴의 작품은 

감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벤야민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예술의 

본성을 파악한다. 아도르노는 “예술의 마법”이라는 말 자체가 

케케묵어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술은 막스 

베버( Max Weber )가 말한, 합리화와 서로 엮여 있는, 세계의 

탈신비화라고 명명한 것의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정의한다 ( Adorno 54). 아도르노에게 예술의 마법적 기능은 

전혀 신비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모방이라는 예술의  

마법은 “주관적으로 생산된, 애초에 가정하지 않았던 타자에 

대한 비개념적 친화성”으로서, 예술을 “인식의 형식”으로서,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예술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모방에 대한 이들의 주장을 

비스듬하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현대의 미디어가  

어떻게 플라톤이 언급하는 사물과 재현의 유사성과 동등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시도가  

모방에 내재한 근본적 이중성을 통해 무산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영감을 주는 이론가 중 하나가 주디스 버틀러 

( Judith Butler )일 것이다. 버틀러는 『 전쟁의 프레임들』 

( Frames of War)에서 미디어 컨버전스 환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차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복제가 되는 순간,  

그 대상은 본래적인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전혀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 9 ). 오늘날  

인터넷 미디어처럼 만인이 만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드러운 공간’( supple speciality )은 버틀러가 주장하는  

 ‘복제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주체화의 문제는 ‘거울단계’를 전제한다.  

그 거울이 언어이든, 문화적 규범이든, 우리는 사회적인 

구조에 우리를 ‘비추어 봄’(mirroring )으로써 주체를 

정립한다. 

감시는 무엇인가. 미디어의 거울작용이 만인화된 것이  

바로 감시일 것이다.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사회는 결국 

만인이 만인을 복제하는 사회이다. 이 복제는 아직 

신체적이지 않을지언정 확고하게 주체적이다. 주체의 

복제라는 점에서 감시는 너를 통해 나를 만들어내는 

주체화의 작용 자체이다. 노재운의 작품은 이런 맥락에서 

감시의 시선들이 파편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감시는 선형적이라기보다 단속적이다. 끊임없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은 현실의 모양새를  

몽타주로 만들어낸다. 몽타주의 자아상,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일상을 지배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차지량의 〈 바이러스  

오브 타임라인 〉이 담담하게 그려내는 것은 SNS 계정으로 

재현되는 주체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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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는 복제의 과정들에 직접성과 

동시성을 부여한다. 이 직접적이고 동시적인 복제의 과정을 

통한 주체화야말로, 정치적 내용 없는 형식의 정치성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SNS라는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은 이런 복제의 정치화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SNS는 즉흥적이면서 

동시에 직접적이다. 실시간 대화를 통해 원격화되어 있는 

상대방과 교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는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히스테리적 주체의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타자 없는 주체화의 불가능성을 증명한다. 

타자 없이 홀로 서는 주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테리적 주체의 발화는 언제나 

타자에게 의존한다. 무엇인가 발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 ( demand )의 양상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를 

사용하세요”라는 구조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오직 말하는 

것만이 요구된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침묵할 수가 없다. 

히스테리적 주체가 묻는 것은 단 하나이다—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 질문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을 내포한다. 그러나 타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수가 없다. 따라서 히스테리적 

주체는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것’입니다”라는 대답을 내놓아야만 

한다. 

뮌(Mioon)이 전시한 〈 솔라리스의 바다 〉는 타자에 대한 

히스테리적 주체의 관계 맺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주체는 그러므로 관계 맺기이다. 인세인박은 어떤가. 

이미지만 남아 있는 주체.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호명하는 

것이라기보다 주체가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인세인박의 작업은 미디어로 포괄할 수 없는 예술의 핵심, 

말하자면, 실재의 구멍을 보여준다.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양아치가 

수집한 오브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공간을 형성하는 미디어는 

실질적으로 실재를 감춘다. 그렇다고 미디어의 모방 없는 

실재는 무에 지나지 않는다. 무는 의미화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의미화를 하려면 미디어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럼으로써 

통과할 수 없는 것들은 배제된다. 배제된 것들을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양아치는 미디어에 저항하는 예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남겨진 것은 목소리이다. 미디어는 

사물에 붙어 있는 빛이다. 목소리는 이 빛으로 재현할 수 없는 

남겨진 것들의 흔적이다. 나탈리 북친의 〈 나의 치료약들 〉은 

문자 그대로 치료약 ( pharmakon)이다. 미디어에 대해 

예술은 독이자 약일 수 있다. 벤야민에게 매체의 변화는 곧 

사유의 변화다. 영화의 발명은 시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바꿔놓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영화로 인해 인간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현실성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성영화에 비해 유성영화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스펙터클을 제공하는데, 이런 스펙터클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 사용된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도구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극에서 관객에게 현실성을 

전달하는 모방의 매개는 바로 배우다. 그러나 영화에서 

배우는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을 위한 부품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영화는 판타지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며 환상의 자유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현실 자체로 전이되어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전이의 방식이야말로 사유에 대한 미디어의 간섭이고,  

예술이 미디어를 침범하는 지점이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전제한다.  

이런 구분이 가능한 까닭은 언어 때문이다. 이 언어의 구조 

위에서 히스테리적 주체는 욕망의 변증법을 작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앎은 언제나 모호하다. 히스테리적 

주체는 대상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이 앎의 

모호성을 넘어서고자 하지만, 이런 시도는 앎의 한계까지 

주체를 한껏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자크 라캉 ( Jacques  

 Lacan )은 진리 ( truth) 라고 부른다. 따라서 히스테리적 

주체는 타자를 향해 자신의 욕망을 지향시키고, 마침내  

그 한계에서 과잉의 차원을 드러내는 주체인 것이다.  

이 타자를 향한 욕망이 곧 진리에 대한 앎의 정념이다. 라캉에 

따르면, 히스테리적 주체는 앎에 동기 부여되어 있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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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s approach distinguishes representations in art 
and philosophy, positioning the former as a  
secondary level of representation in contrast to the 
latter. In short, Plato saw art and philosophy as  
two nodes of an unnegotiable dichotomy. According to 
Plato’s idea, the duality of mimesis forces the 
distinction between effective ( good ) and ineffective 
( bad ) mimesis. Interestingly, Plato criticizes Homer, 
and points out the error of representation, by noting 
that “if Homer did not assume the voice of another 
person, his poetry and narratives wouldn’t have been 
fettered by something like representation ( Plato 
88 / 393a ). Plato’s comment is significant, as it implies 
that “if Homer had not assumed,” or in other words 
speculate, his poetry could have been ‘good’ mimesis. 
From Plato’s view, ‘good’ mimesis is predicated  
upon simple narration that does not assume any other 
positionality. This premise assigns a transcendent 
value to the “imitator who/which reveals truth as is.” 

Plato’s musings are far more significant than what they 
appear to be on the surface level. As Jacques  
Derrida has argued, what matters to us is the “inherent 
duality of the mimesis, which Plato attempts to  
divide into two” ( Derrida 186 ). The duality of mimesis —  
the undergirding premise of this foundational  
structure is the divide between representation and its 
objects. What Derrida found in Plato’s theory of 
mimesis is the fact that this very duality is the origin of 
Western thought. His observation implies that  
however truthful and faith-driven a ‘good’ mimesis may 
be, or however excellent a philosophical act or its 
record may be, their inherent duality always carry the 
risk of damaging the integrity of the truth they harbor. 

The principles of the world we live in were established 
through Modernity, the core of which is the  
scalability of objects. Object scalability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the object’s relocation or exchange.  
The discovery that objects are equal in their relation 
formed the foundations of Modern thought. Water 
transforms into steam, which in turns becomes clouds. 
Science, one might way, was the methodology of 
observing the changes of various objects and revealing 
the secrets of their relationality. 

With regard to the dislocation of objects based  
on the scalability of relationality is a key faculty that can 
define modern art and what came thereafter.  
As evaporated water moves locomotives, art begins 
from its ingredients and goes on to occupy complete 
different dimensions. It can be said that Art,  
since Modernity, has reclaimed its territory by utilizing  
the scalability of objects as its subject matter. 
Therefore,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contemporary art 
shows deep interest in the liquidity of the objects in 
themselves as they constantly change, rather than any 
fixed notion of substance. 

Intervening Media, Intruding Art:  
Media, Subject, and Art 

Contemporary media is a place where the scalability  
of objects becomes most clearly demonstrated. Media, 
while serving as an attribute of art, encompasses  
the realm beyond the boundaries of art. Art is similar to 
media, but the two concepts cannot be fully  
equated. Once having belonged to the category labeled 
media, art eventually grew out of the properties of 
media. Art does not simply convey messages. Rather, 
art came to stand alone, erasing out its appreciators. 
Art became mobile and trans-temporal. The autonomy 
of art came into formation as the attributes of art  
grew out of media. Here, by the ‘attributes’ of media,  
I refer to the idea of mimesis. Advancements in 
media technology subverted traditional aesthetics and 
its perspective on mimesis, and pushed us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art. 

The first philosopher who fully delved into the issue of 
mimesis in the history of Western aesthetics was Plato. 
Plato’s discourse on mimesis goes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ancient philosophy, and instead  
still holds a central position in contemporary 
philosophy. He established a unique vision of the arts 
by strategically intervening in various issues  
about mimesis that have sporadically surfaced in Greek 
poetics and philosophy. While establishing mimesis  
as the background for the entire scope of the 
philosophy of the arts, he fundamentally challenged  
the position and value of artistic mimesis, and 
connected mimesis with the philosophical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y and reality ( Halliwell 
37 ). 

What does it mean for the integrity of truth to be 
damaged? This question could be rephrased in terms 
of the degree of verisimilitude. For Plato, what  
mattered was the resemblance or equality between 
objects and their representations. This resemblance or 
equality is also the point that stitches the process of 
truth together. Hence, Derrida’s comment that “mimesis 
has always been ruled by the process of truth” (193 ). 
Mimesis and truth, unable to be conjoined, constantly 
slip away. The moment when resemblance and  
equality may be completely achieved is inevitably 
delayed, constantly, which is why the duality of  
mimesis must be understood as a proposition that 
indicates both structure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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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rida’s approach to Plato’s theory of mimesis 
provide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mimesis.  
Of course, Derrida was not the only one who identified 
the duality of mimesis and truth. Others who  
presented important opinions about the issue of 
mimesis and artistic creation include Walter Benjamin 
and Theodor W. Adorno. They saw the duality of 
mimesis and truth as the catalyzing source of the 
Utopian Drive, which is the momentum for overcoming 
the simple repetition of mimesis forced upon us  
by the culture industry and the management society. 
Their claims, while retaining Plato’s categorization of 
truth, dethrone the imitator of truth from its 
transcendent position. To Adorno, Plato’s imitator  
is simply the contemporary artist, who unreservedly 
reveals the commodity structure of capitalism.  
Of course, despite the shared root of their view on 
mimesis, Benjamin and Adorno part paths when  
it comes to their resultant theories. Benjamin found the 
unique value of art deeply rooted in “religious rituals,” 
which begins with “magical rituals, and then moves on 
to religious rituals” ( “Work 256” ). The “magical”  
and “religious” in the Benjaminian context refer to the 
moment of mimesis that completely differs from 
representation in terms of its locational emergence. 
Becoming the object itself, rather than seeing an  
object and imitating its exterior; for instance, becoming 
the wave itself, rather than drawing the wave — this is 
the kind of mimesis he speaks of. Such imitations could 
be called “the embodiment of the real.”

One of the theorists, who further inspires such 
realizations, would be Judith Butler. Butler mentions 
the new dimension created through the media 
convergence environment in her work Frames of  
War. The crux of her argument is that the moment an 
object is copied, the object is separated from its 
original context, and acquires a whole new meaning ( 9 ). 
The ‘supple spatiality’ of our time, instantiated in 
contemporary media through which everyone can 
check on everyone else real-time, is closely related to 
the issue of ‘duplicability’ Butler focuses on. 
Fundamentally, the issue of subjectivation presupposes 
the precedence of the ‘mirror stage.’ Whether the  
mirror is language or cultural norms, we establish our 
subjectivity by mirroring ourselves in the social 
structure. 

The subject is ‘established,’ but this process is not 
made possible through our own willing, but by objective 
conditions. The subject manifests itself by ‘falling’  
into language. Therefore, the subject is spatial, but also 
trans-temporal. Once manifested, the subject is 
repeatedly replicated. That is, the subject — having 
entered the society through the symbolic castration of 
being incorporated into language — copies the  
original subject, and repeats itself thereon. Of course, 
the subject becomes ‘politicized,’ shuttling between 
subjectivity and its environment, in constantly shifting 
contexts through this process of replication. 

However, Adorno’s view positions the nature of art on 
the opposite end of Benjamin’s perspective.  
Claiming that the expression “the magic of art” is 
antiquated and useless, he defines art as “the stage 
that shows the process which Max Weber called  
the disenchantment of the world, tied to rationalization” 
( Adorno 54 ). To Adorno, the magical function of art  
is by no means enchanting. He sees the magic of art,  
in the form of mimesis, as “a non-conceptual 
congeniality regarding the other that is subjectively 
produced and unassumed from the very beginning.”  
In his view, art is a “form of cognition,” and therefore  
 “something rational.” A loose comparison of these  
two theorist’s assertions about mimesis would help us 
understand how contemporary media attempts to 
achieve resemblance and equation between object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accordance with Plato’s 
vision, and how such attempts are dispelled through 
the inherent duality within mimesis. 

In this sense, Super spreader : media virus was 
interesting in its demand for our reflection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art. Media,  
which is the central focus of the exhibition, was mass 
media that had been popularized in the post-war 
period. The personal histories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also form a closely tied relationship with  
mass media. Sean Snyder’s Aleatoric Collision reminds 
the viewers of the events that occur in the media 
environment Butler highlights. The mimesis of endless 
replication annihilate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and fundamentally interfere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A copy without the initial imitator.  
The vision of dystopia Snyder presents leads into Ann- 
Sofi Siden’s work, which problematizes surveillance. 

What is surveillance? Surveillance may be the mirroring 
function of media gone universal. A society where 
everyone surveils everyone else is, essentially, a society 
where everyone copies everyone else. This copying, 
albeit yet to be embodied, is clearly subjective. Framed 
as the replication of the subject, surveillance is the 
process of subjectivation itself, through which the I is 
born through the other (you). Rho Jae Oon’s work, in 
this context, shows that the monitoring gazes could be 
fragmented. Surveillance is more sporadic than linear. 
The process of constant disruption and reconnection 
recasts the image of reality in the form of a montage. 
The self-portrait of the montage — this is our reflections 
that dominate the daily routines of our lives.  
What Cha Ji-ryang ’s Virus of Timeline, Timeline of 
Virus serenely portrays is the subject, as it becomes 
represent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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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media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s at once 
endow directness and simultaneity to the process  
of reproduction. Subjectivation through this direct and 
simultaneous reproduction process is none other  
than the mechanism that maximizes the polity of a 
format that lacks a political content. The advent of new 
internet media called social network services serves to 
reinforce the politicization of such reproductions. 
Compared to other traditional media, social network 
services are spontaneous as well as direct. Efforts  
to secure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 other party in 
a remote location through real-time conversations is 
interlinked to the principle of a hysterical subject which 
establishes itself as an ‘entity that sees and also 
shows.’ 

Mioon’s Solaris Ocean is intriguing in that it shows the 
relationship-building of the hysterical object with regard 
to the other. The subject, therefore, is relationship-
making. What about Insane Park? A subject that only 
remains in the form of an image. Considering how  
the subject is in need of ideology, rather than ideology 
interpellating the subject, Insane Park’s work shows  
the core of art that cannot be encapsulated by media; 
or in other words, the hole in existence.  
Communication is impossible. We can only see the 
image. The same goes to the objects Yangachi  
has collected. Media, as it constitutes time and space, 
hides its actual existence. However, existence without 
mediated imitation is nothing more than nothingness. 
Nothingness is a state that cannot be made meaningful. 
For there to be allotted meaning, there must be the 
process of mediation; those that cannot be mediated 
become excluded. As a collection of these excluded 
objects, Yangachi illuminates the presence of art in its 
resistance against media. 

What remains beyond visual image is the voice. Media 
is the light attached to objects. Voice is the trace  
of the remaining things that cannot be represented in 
light. Natalie Bookchin’s My Meds, from the series  
of Testament is, literally, Pharmakon ( remedy ). Art can 
be, in relation to media, both poison and cure.  
To Benjamin, changes of the media are equivalent to 
changes in thinking. The invention of films, according  
to Benjamin, transformed the human kind’s 
understanding of time and space. With films, this 
means, humans have become to see the reality  
that unfolds unfiltered in front of their eyes as a source 
of discomfort. Talkies provide a far greater degree of 
spectacle compared to silent film; the devices used to 
film such work, such as cameras or recorders, are 
considered “non-existent” things. The mediator that 
conveys reality to the audience in theater is the  
actor. However, in films, the actor is merely a cog in the 
bigger wheel the camera creates to engender 
spectacle. This is why the film is a fantasy, but instead 
of staying at its place and allowing the freedom  
of speculation, it becomes transferred to reality, and 
result in the domination of human cognition. The 
method of this transference is the media’s interference 
with thinking, and where art intrudes up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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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sterical subject proves the impossibility of 
subjectivation without the other. That is, it shows that 
there cannot be a subject that stands alone without  
the other. Therefore, the utterance of a hysterical 
subject always depends on the other. Utterance is a 
mode of fundamental demand. The structure of  
 “use 000 if you love me” is revealed here. Only that 
which is uttered is demanded. The hysterical  
subject cannot be silent. It asks only one thing —  
 “What am I?” and this question implies the answer  
that “ I am that very ‘person’ you refer to.” However,  
the other cannot  ‘refer’ to any specific person. 
Therefore, the hysterical subject must ultimately 
respond to the question “who am I?” with the answer  
 “I am that ‘thing’ you refer to.” 
The hysterical subject assumes a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This differentiation is 
possible because of language. On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 hysterical subject kicks into motion  
the dialectic of desire. The knowledge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is always ambiguous. The hysterical 
subject attempts to overcome this ambiguity of 
knowledge by locating oneself in the seat of the object, 
but such attempts fully enhances the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knowledge. Jacques Lacan calls this 
Truth. Therefore, the hysterical subject trains its  
desire upon the other, and reveals the dimension of 
excess at the limits. This desire for the other is the 
passion for truth. According to Lacan, the hysterical 
subject is motivated towards knowledge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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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사이버네틱스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저도 좀 

두고두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에 전기, 전자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한국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미디어 아티스트하면 

전기, 전자 가지고 회로 몇 가지 만들고, 프로그래밍하고  

배치 적당치 좀 바꿔서 하는 전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미 우리 많이 피곤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미디어가 

극복을 못하니까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미디어  

아트 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문제가 있죠. 근데 역시 

저도 그 부분에서 탈출한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금줄이 있어요.  

뭐냐면 김남수 선생님한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전기, 전자가 없어서 미디어 아트가 불가능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최면작업을 했어요.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최면을 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대 1 

개개인에 ( 최면을 ) 걸면 거기서 나오는 인터랙티브한 것들, 

미디어아트의 특징적인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더 심해요. 감정의 폭이.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7명의 여성이 울었고요, 5명이 의자가 흔들린다는  

경험을 했고요, 남자의 80%가 최면에 당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재밌죠? 

양아치 & 김남수 

 2015년 10월 4일 (일 ) 오후 3시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이번 ‘아티스트 토크’는 양아치 작가의 신작 〈 나는 1974년 

사무실로 … 창밖을 바라본다.〉가 탄생되기까지의 작가만의 

사유의 방식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뒤를 이어 김남수 평론가가 양아치 작가의 이번 신작에 대한 

질문과 함께 백남준 작가와 연결되는 지점 등에 대한  

다소 엉뚱 하기도한 질문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언급하면서 

백남준, 양아치, 그리고 미디어 매체를 관통하는 총체적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면관계상 양아치 작가의 

개별적인 작품 소개는 생략하였고, 양아치 작가와 김남수 

평론가의 대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김남수 

1971년에 달러가 더 이상 금과 교환이 안 되게 되었어요. 

1달러를 갖다 주면 중앙은행에서 25원씩 금으로 

바꿔줬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금덩이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달러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레이더였는데 그것이 변환이 되어가지고 

텔레비전이 되었죠. 원형을 지향하는 텔레비전이 나왔는데, 

거기 달러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을 

의미하죠.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하고 우리가 소유하는 

금하고 같았었어요. 71년 이전에. 3년 후에 오일쇼크가  

오면서 이미 영원히 사라진 화폐가 사실은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 이후에 사실은 아까 ( 양아치 

작가가 ) 보여주신 자개농을 바라보는 그런 삶, 전기, 전자가 

없는 사이버네이티드된 삶이 재해석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 양아치 작가님 ) 코멘트하실 것 있으세요? 

남자는 지금도 그 심리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최면 작업을 

구경하러 왔는데 ‘최면에 난 안 당할 거야’라는 그 심리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왔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여성은 그것을 할까, 그래서 후기, 피드백을 좀 

들었는데, 이게 최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면술사가 등장하는 것이 

미디어예요. 우린 이미 TV에 최면술사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적응이 돼있어요. 어떻게 한다, 마치 영화관을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게 이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디어가 벌써 생겨있는 

거예요. 그걸 빌어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면 어떻게 한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한식 먹듯이 

안하죠? 미디어가 이미 발명되어 있다니까요, 사람들  

간에. 그럼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는 그게 안돼요. 그리고 

여성은 그랬고, 눈물이 나는 게 “왜 눈물이 났니?”하면 제가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스크립트가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거였거든요? 감정이 나빠질까봐 우울하고 지옥을 보게 하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밝은 걸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라고 

유도를 했고요, “그 문을 열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성의 7할이 

누가 있냐면, 오래 전에 헤어졌던 언니, 언니가 나와요. 

이상하게. 남자가 안 나오고요, 언니 나와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던 어머니, 부모님, 형제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그냥 여러분들, 또르르 흐를 것 같죠? 아니에요. 펑펑 

울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미디어아트에서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모를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왜냐면 이걸 복제할 수 없잖아요. 복제 가능한 미디어아트 

구조 안에서 자꾸 미디어를 얘기하니까 이게 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60세 가까이 된 아주머니, 할머니 같은 분이 있었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내용이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예쁜 

집’하니까 아주 언덕이 예쁜 잔디에 예쁜 집을 묘사해요.  

근데 그 분은 아주 예쁜 언덕에 잔디가 있는 것 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아주 예쁜 기와집이 있대요. 재밌죠? 저는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걸 보자고요. 

현대미술 갤러리 안에서 봤을 때 1대 다수의 관객이죠. 

스크린이 하나인데, 멀티한 관객이, 그 많은 관객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최면은 반대에요. 작가가 개별의 

스크린으로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안 통해요. 근데 이 엄청난 좋은 작업이 있는데 

백남준아트센터 좀 주목해주시고요, 이 이야기는 아까 

김남수 선생님의 전기, 전자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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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지금 양작가, 제목을 보시면, 시간대가 있잖아요? 공존할 수 

없는 시간대가 동시성으로 쭉 있어요. 연결될 수 없는 

문장들이 발명을 하고, 퇴근을 한다, 기차를 타고 어디 내려서 

바라본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간적인 차원이죠, 

항상. 근데 우리가 공간적인 차원에 살고 있다는 건  

우리가 3차원인데, 시간적인 차원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때때로. 근데 그 시간적인 차원이 상대화 되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마치 어떤 74년의 사무실, 공간을 빌었지만  

어떤 시간대를 공간적인 은유로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시간대를 쭉 끌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환각이라든가 

최면은 그걸 실현시키는 하나의 어떤 미디어죠. 중요한 것은 

시간과 빛과 어떤 행동이 될 텐데, 개입 또는 어떤 식의 

편집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아주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관적인 몽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학적인 차원에서의 실체의 은유, 메타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그냥 상상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감각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어쩌면 이 제목이 매니페스토처럼 

되게 어떤 평범한 문장처럼 쓰여져 있지만, 수행문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양아치 작가를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난해하기 그지없는데요. 

양아치

코멘트를 할까요? 그럼 저도? 

김남수

그냥 뭐 얘기를 하시죠. 

김남수

지금 제가 시간 얘기를 더 할 건 없고요.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혁명성이 ‘ tele-’라는 접두어에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텔레비전을 가지고든 비디오를 

가지고든 매체 중심의 예술을 했다면, 매체 특정적인 작업을 

했다면 사실은 선구자의 몫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라는 부분을 원래 

신학적인 연계든 어원적인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한다면 백남준은 한번 세척을 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 tele-’라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백남준이 처음 텔레비전을 잡았을 때 그것은  

사실 이 사이버네이티드된 삶이 지향하는 이상으로 

텔레파시에 가까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텔레파시’라는 

용어는 과거에 상당히 농담에 가까웠거든요,  

텔레파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데 ‘-pathy’라는 게  

 ‘empathy’에요. 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어떤 동일한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 telempathy’라는 말을  

좀 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이라는 소형 장치가 조지 오웰이 우려했던  

수신기의 역할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헉슬리한테 

텔레비전에 송신기 기능이 있는지 그거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양작가한테 질문이 하나 떠오른 게 그건데,  

약간 부연을 드리면, 한 텔레비전에 분할 화면으로 둘이 

배치가 되어 있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백남준은 뭐라고 했냐면 ‘ telefuck’이라고 

했어요. 리오에 있는 당신 애인하고 telefuck을 하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어떤 행위들은 그만큼의 강도로 

체험이 불가능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흥이 

생기잖아요. 근데 과거에 전화로도 그런 풍속 산업들이 

개발되고 지금 인터넷으로 그런 것이 개발된 것처럼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송신기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감흥이  

 ‘empathy’ 상태로 전달되기를 바랐었던 거죠. 거기에 

헉슬리가 개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작가의 

시간선상에서 13인의 아이가 달려가는 거는 사실  

시간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또는 시간을 넘어서버리는 

작업이거든요. 질문이 이상하네요. ( 웃음 ) 

양아치

질문의 형식이 김남수 선생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받들어서 답을 하자면, 백남준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 tele-’가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 ‘ tele-’에 굉장히 함몰해있어요. 근데 우린 

백남준이 얘기했던 ‘ tele-’의 기준으로 해서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 telefuck’이라고 말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은 지금 인터랙티브하고 굉장히 수많은  

스크린을 통해서 그거 정도는 이제 초딩 애들이 ( 손가락을 

옆으로 미는 동작 ) 이러고 있잖아요? 3살, 4살 애들이  

이러고 있죠. 백남준은 상상도 못했죠, 스크린을 이렇게  

할 줄. 그런 거 보면 저는 백남준은 옛날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그럼 ‘ telefuck’이 fuck 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superflat 이예요.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얇고 납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 telefuck’은 fuck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superflat한 이 상태가 백남준과 

미디어 산업이 만들어 내는 이 이미지의 세계가 ( 노트북 

스크린 만지며 ) 이 스크린 이상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자는 거예요. 벽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위 telefuck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는 

방식에 ‘양아치 작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헉슬리는 우리를 사실 더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정말 ‘ telefuck’이 ‘ fuck’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우리가 그걸 보게 하고, 아침드라마, 

이상한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김치로 때릴 것 같고 이렇잖아요? 우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김치로 때려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슈퍼 뻑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깨야한다니까요. 

김남수

근데 제가 찾은 건 뭐냐면 옆에 달걀판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달걀판을 유심히 보시면 항상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갖다 놓으신 건가요?

양아치

달걀판이요? 

김남수

음향판이요. 

양아치

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계속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염두에 둘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전시장에 가서 보면 유토피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유토피아 보다는 유크로니아, 현실이 없는 시간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시간을 두고 왜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주목을 해줘야 하냐면, 특히 현대미술에 있어서 

시간을 담보로 해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매번 져요, 

아시아는. 특히 한국은 맨날 지죠. 아예 져주고  

들어가잖아요, 시간 얘기 들어가면 시간의 연대기나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 서구에 맡겨버려요.  

트랙을 다 줘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보면 이제 아까 김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아이들의 특징들이 큐레이터들이나 지식인들 다들  

그런 방식들이에요. 방법론으로 얘기하자면 ‘과거를  

담보로 해서 현실을 구축한다’ 이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고, 아카이브로 가져와서 이러저러하니  

현실이라는 부분은 사실 무주공산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사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논리를 펼친다는 것은 

저는 이상해요. 틀렸다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의심도 

안하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선생님이 하기는 어려워요. 연구자적인 입장이니까  

그 프로세스를 밟아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가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을 먹던지, 이상한 생각을 하던지. 연구자들이 당연히  

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미래로부터 

현재를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미래로부터 현재를 구축하는 방법이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도망을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비단 먹고사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중국에 까지 이렇게 꽃을 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작년에 

칠레에 가서 보니까 신자유주의의 시작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유적지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와서 보니  

이럴 정도로 그들의 방식이 그리스가 저렇게 멸망하고 

엉망진창인 이 상태가 아직 괜찮다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사유 방식과 그들의 먹고 사는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머물고 있는 

현대미술이 이거를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뭔가 크랙이 갔는데 괜찮냐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의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미래로부터  

현재와 현실을 구축하는 방법을 한 장의 카드 정도로 내밀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선생님이 ) 시간을 말씀하셔서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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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아, 네, 흡음판이죠. 이 장면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확실히 연구자하고 아티스트하고 ( 둘 사이에 ) 

여기에 금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로부터 현실의 싸움터에 나오신 분이라 미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러고 ( 칼싸움하는 제스쳐 ) 있는  

장면 같거든요. 이게 아마 진짜 금줄 같은데. 저는 앞에  

황금 종이를 접어놓은 것은 사실 스크린 테스트 카드의 

변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금줄은 생각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카드들의 등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렇게 나온 거는 공간이 너무 어렵고 후진 거예요. 

( 백남준아트센터를 향해 ) 죄송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얘를 살릴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에 놓으면 

공간이 너무 후진 거예요. 근데 빗선으로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눈으로 볼 때 트릭이 생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사실 금줄은 아니고요. 

근데 김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보는 건 뭐냐면 미래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런 말의 태동이죠. 태동이 통폐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대화, 산업화 이후에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폭발하듯이 생겼어요. ‘미래 사회에는 이런 게 쓰일 

거야’라고 해서 건축으로 치자면 여러 가지, 제가 요즘 

세운상가 때문에 프로젝트에 관여하다 보니까 ‘데크’라는 

말이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없는 말이었거든요. 1인당  

 144 달러 시절에 세운상가가 등장하니까 건축법이 없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어놓고 일단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해보자고요. 없는데 만들어졌는데  

법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운상가가 그 법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죠.  

허물려고 하죠. 그럼 이게 무슨 과정인지 보자는 거죠.  

그럼 말이 생겼다가 말이 생명이 끝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저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내가 뭘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김선생님 말씀하신 금줄은  

텔레커뮤니즘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기도 한데, 

작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번외 얘긴데 언젠가  

정연두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자기는 입을 다물고 작가의 의미는  

타자에 의해서 조각되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참겠어요. ( 웃음 ) 그렇게 

조각되어지는, 그러니까 기계처럼 타각을 시키죠. 그런데  

그 부분을 내줘야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미디어적인 측면과  

이 장면에서 조금…. 

양아치

어떻게 코멘트를 해야 하죠?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거나 

연상되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 작업은 사실 목표가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정의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에 

가운데에서 아까 종이, 신문, 일본 신문이나 일본 판화,  

책, 미디어, 오래된 미디어에서 볼 수밖에 없는, 접힐 수 밖에 

없잖아요? 아까 가구도 그렇고, 면면들이. 그런 거에  

이미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우린 익숙해져 있는데 미디어라고 하면 

접혀있다는 컨디션 자체를 생각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 저도 ‘ tele-’라는 화두 자체는 너무 

환희를 느끼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따라가지는 않았고요, 일단 여기  

이 장소에서는 그 주제에 몰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스크린과 헉슬리가 바라보는 미디어의 

관점, 특히나 약간 불량한 거거든요. 백남준 공간 안에 

헉슬리를 들이밀었다는 거는 좀 불량한 거예요.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백남준 공간 안에  

카드를 내밀었다는 거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네 차례나 전시를 하다 보니 이 공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를 여기에 집어넣을까 해서 헉슬리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다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백남준아트센터 올 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백남준을 

바라볼 때 약간 슬픈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남준이  

첫 개인전을 하고 피아노를 부수고 본인이 부순 건  

아니지만 그 난리를 피우고 ‘와장창’된 부분을 우리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왜 그걸 슬프게 보냐면,  

백남준이 떠난 자리가 미술이 되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백남준이 그렇게 퍼포밍을 하고 떠난 상태를 미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이 컨디션을 

가만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와장창’하고 확 지르고 

난 그 시간은 기억을 못하고 그 결과물, 그 흔적이 미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미술이야?’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술이었어?’라고.  

여기 창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냥 그 흔적을 미술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좀 

틀렸다기보다 오히려 김선생님을 포함한 여러분들한테 ‘그게 

맞는 거야?’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김남수

앞쪽에 보면 화면 조정시간이 나오는 테스트 카드가 차가운 

기하학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전 그냥 봤는데요, 뒤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차가운 기하학 뒤로 우주가 팽창하는 게 

또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 양작가가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양작가가 되게 복잡한 분이거든요. 

아까 시간, 빛, 행동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 televoice’, 즉 몸을 써서 ‘ tele-’라고 하는 국면을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빛에 해당이 되면 갑자기 

텔레비전처럼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때는 몸이 없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또 실행이 발생을 하고. 저도 양작가의 이런 

다차원적인 면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그런 점이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초검선’이라는 그 부분을 들고 나온 거는 사실  

백남준의 5차원 예술을 해명하기 위한 한 가지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감각적인 

소용돌이가 단순히 아까 보여주신 것들을 야적하고 재미를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시간의 묘한 영리라던가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로 간다는 

것이 미래와 접촉이 되었을 때는 이미 현재잖아요?  

체험적인 영역에서. 또한 과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중심에서 한 30분을 

서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감흥이 작동을 하는가. 확실하게 

시간 위에서 길을 잃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백남준도  

자기 작품을 30분은 봐야한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 제안은 못 지켰네요. 양작가 작품은 제가 30분 

봤어요. 

김남수

양아치 작가의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평면적인 의자가  

 2차원 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접혀가지고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커브드 타임 스페이스처럼. 전 그게 되게 

암시이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흡음판의 작은 구멍들이 마치 

뒤에 있는 검은색의 우주적인 거하고 묘하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4%밖에  

알려진 게 없다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암흑의 세상인데 그 

암흑의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으로 고양이 눈과 새의 눈이 

필요한데 동시에 그런 암흑이 우리 주위를 감싸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궁처럼. 검은 우주의 자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상이 쓴 것 같아요. 검은 우주의 

자궁, 그런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파와 광파가 회오리치는 가운데 저는 상당히 위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기하학하고 뒤에서 나오는  

이상한 음파가 묘하게, 뭐라고 제가 형용사를 쓸 수 없는데요, 

마치 시간 위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 복숭아밭이 있는 

낯선 헤테로토피아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게 재미있었다는 

거죠. 제가 뾰족한 얘기는 못 드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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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그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흡음판의 등장이라는 게  

소리만 질러대는 스피커가 있으면 한쪽에서는 받아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소리 나면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야 되고,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제가 

버릇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평화주의자거든요. 

평화로운 게 좋아요. 흐르면 머무르지 않고 쭉 가서  

잘 돌았으면 좋겠거든요.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은연중에 몸에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되도록  

어떤 의미부여를 안하려고 해요, 최대한.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 자꾸 서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피할 수는 없죠. 서구가 만들어내는 시지각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방식대로 생각하기가 과연 쓸모가 있는 

생각인가’하고 계속 생각해야 하니까 핑계가 필요한 거예요.  

 ‘시지각이 아니라 지각과 촉각이 만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소리 부분을 더 예민하게 작업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 소리가 촉각이 되려면 높은 음보다는 저음이 좋잖아요. 

중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촉각이 되고 귓창을  

흔들어주는. 듣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내 몸을 때려줘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복숭아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귀에서 들리지 않는 아주 

낮은 음을 증폭을 시켜주면 스피커는 움직이잖아요. 

시각화된다는 거죠. ‘들리지 않는데 시각화 된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표현해요. 뭔가 뜨겁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되게 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야하다고 하길래 왜 그런지를 물었더니 

복숭아가 여인의 엉덩이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Artist Talk Yangachi & Kim Namsoo 
Oct. 4 ( Sunday ), 2015, 3 pm at Nam June Paik Art 
Center, 2 nd floor Seminar Room 

The artist talk began with an in-depth discussion about 
the artist’s philosophical methodology that served to 
inspire Yangachi’s new work I Go to My Office in 1974 
… and Gaze Outside the Window. Critic Kim Namsoo 
inquiries about Yangachi’s thoughts on his new piece, 
and steers the conversation towards a comprehensive 
discussion that encompasses Paik, Yangachi, and 
media through a combination of diverse perspectives 
by posing both directed and free-range questions,  
such as the points where Yangachi and Paik’s artistic 
visions converge. Yangachi’s profile and information  
on his individual works were omitted in this text due to 
limited space. This is a summarisation of the discussion 
between artist Yangachi and art & performance critic 
Kim Namsoo.

Kim Namsoo ( Kim )

The US dollar was made unexchangeable for gold.  
The central bank used to pay 25 won for each dollar. 
Money used to be equivalent to actual gold in its  
value. For instance, you see dollars on TV; it used to be 
a radar, and then later it became TV. They made TVs 
that were supposed to look circular, the fact that these 
TVs featured dollars meant they directly signified  
gold to the viewers. That is, the image we saw on the 
screen were equivalent to gold. With the advent of  
the Oil Shock after 1971, currency lost its inherent value 
and was rendered useless. Then came the lifestyle  
you presented us with through the image of the mother-
of-pearl cabinet, a cybernetic life devoid of electrics 
and electronics. Would you like to comment on this 
context? 

Yangachi

I hadn’t really considered the cybernetics angle,  
so this could be a topic we could deliberate on further.  
The electrics and electronics part touches upon a 
theme I am personally most interested in.  
Whether you’re in the Western or Eastern hemisphere, 
media artists often present exhibitions where they 
make up some circuits, do some programming, and 
move around the placements of the objects; we’re  
kind of getting tired of this trend. “Giving” media was 
caught in a standstill, so media art as a whole has  
been going downhill — the media art scenes are 
disappearing. This is problematic. I’ve been distancing 
myself from this tendency, I don’t want to go down  
that road. So I have a golden thread to hold on ;  
I mentioned this to you several times. If we’re to ask 
whether “media art would be impossible without 
electrics and electronics,” my answer is a definite No. 
Which is why I worked on hypnosis in 2011.  
I write up a film script with about 21 characters, and 
hypnotize them. By hypnotizing each member of  
the crew, I could generate interactive elements that 
speak to all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art. The width 
of emotional vacillation is even greater. Seven  
women cried, and seven members thought the chairs 
were shaking, while 80% of the male participants 
resisted hypnosis. Isn’t this fun? 

김남수

저도 양작가가 쓰는 개념들을 이해 못해서 헤맨 적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소실점’이라는 말이에요.  

소실점은 원근법에서 사라지는 꼭지점이잖아요. 근데  

이 분은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세요. 계속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그 말이 다수의 용례 속에서 스스로 합의를 보고  

 ‘아, 이런건가?’ 하면 그게 또 아니에요. 또 들어야해요, 계속 

들어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이거 ( 아티스트 토크 ) 준비하면서 과거에 인터뷰 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 미들 코리아 〉 라는 작업을 하신 게 

있죠. 아마 양작가한테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비둘기 

작업으로 에르메스상을 탔던 출세작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 미들 코리아 〉 의  

 ‘미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간지대, 또는 우리가 미디어라고 할 때 중간에 비어 있는, 

또는 그걸 연결해주기도 하는 연결자, 또는 샤먼,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북극과 남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지점들을 잡아서 포획해가지고 ‘미들’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용적인 것이 아니라 

극단성의 집합체 같은 거예요. 결집체. 그거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이번 이 시간의 아주 중요한 수확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소실점이 뭘까 다시 생각해봐야죠. 리셋키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미디엄 얘기도 하셨지만, 양작가가 

생각하는 미디엄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다 숙제일 

것 같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부질없어요. 가능한 

한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면 헉슬리가 보여주는 저 세계가  

 ‘장 꼭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자 영화감독 있죠, 

그 사람이 그린 〈아편 〉 이라는 그림을 참조할 필요를 느껴요. 

아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각이 다 자기 눈으로부터 

원뿔처럼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원뿔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괴델의 빛원뿔곡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시지각을 

초월해서 본다고 하는 그 비저너리가 가능한 단계에서 

헉슬리도 그런 문장을 쓴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멱에 의한  

멱에 의한 그 세계가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이 원뿔 안쪽을 

시간성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깥을 초검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 영역과 그 바깥 세계 사이에 

묘한 테스트 카드니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르는 듯한  

단면을 갖다 놓은 거죠. 저로서는. 시간성의 곡선에서 뭔가를 

잘라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재밌었어요. 이게 앎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거의 방심 상태에서 

몸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 tele-’에다가 ‘synthesizing’이죠,  

 ‘empathy’라고 하는 동어일치라고 하는 것을 합성을 하는 

방식의 ‘ tele-’ 접두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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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ill can’t understand the reactions of the male 
participants. Why would one want to resist hypnosis, 
when that was the main reason they came?  
Hard to understand. But why were the women so 
susceptible? Later, I heard their feedback — they said 
they weren’t sure if they were actually getting 
hypnotized or not. The act of hypnosis, however, and 
the presentation of a hypnotist, is itself media.  
We’re already familiar with hypnotists through TV.  
We’re adjusted. There’s already a sense of mediation 
between the human individuals — like knowing  
what would happen when we go to the theater. I’m just 
borrowing this dynamic. We already know what the 
expectations are when we go to a Western restaurant ; 
it isn’t the same as consuming Korean food.  
Mediation preexists between people — I brought that  
in, and it worked. But for some weird reason, this 
scheme didn’t work with men. Whereas the women 
broke into tears. I would ask why they cried,  
and get worried — the script was a really positive and 
optimistic one. I designed it that way, because  
I didn’t want the participants to feel depressed and 
experience hell. So I led them on by suggesting  
that “there is a house in a most beautiful place,” and 
said “when you open the door, there stands  
someone who’s been waiting for you a long time.”  
70% of the women saw sisters they have been apart  
for long. Not men — sisters. Then, mothers,  
parents, and other siblings who passed away.  
That was most interesting. The tears that flow out  
in the process — you think they would just come out in 
droplets? No, people burst into tears, torrents of them. 

What other media deals with this kind of reaction?  
So I’m okay with that — it’s just that people don’t know. 
Because we can’t replicate this experience. We just 
keep talking about mediation in a reproducible 
structure of media art, so of course we can’t achieve 
this kind of spontaneity — just circulate patches.  
That’s a problem. And here’s one more anecdote.  
There was a lady in her sixties; her story was 
interesting. The younger women among the subjects 
imagine beautiful lawns and pretty houses.  
This lady was pretty much in sync up to here, but  
her house was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with roof 
tiles. That alerted me to the fact that — let’s look  
at media art — the media object deals with multiple 
viewers in its singularity when positioned in a  
gallery. But hypnosis is the opposite. The artist has to 
enter each individual screen. And the subjects  
can’t really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is is an 
interesting project, I hope Nam June Paik Art Center 
would be interested — I mentioned this project because 
you brought up electrics and electronics. 

Yangachi

Sure, we keep talking about time. As an artist I always 
have to be aware of temporality. Quite a few  
exhibitions deal with the concept of utopia ; a utopia is 
a realized space or space itself. Instead, I want to  
focus on Uchronia — time without reality. Reality is a  
key topic in contemporary media, a major point of 
contention; Asia tends to lose each and every time. 
Especially Korea. We just approach in a defeatist 
manner. We just subscribe to the Western perspective 
on historicity or ways in which we understand time.  
We just give them the tracks — then how could we  
even dialogue? Like you mentioned, Western artists, 
curators, and intellectuals are all like that ; ‘build  
reality based on the past.’ Bring in databases and 
archives — the resultant reality is a void one.  
I can’t buy into this kind of borrowing. Not that it’s 
wrong — I just want to question the reason why  
we don’t even stop to wonder why we do this. Then 
what to do? Break out of the box. Perhaps it’s  
harder for you since you’re a scholar, you’d have to 
adhere to a logical progress. 

But artists have to go against the current. Get  
criticized, think weird thoughts. Researchers would be 
obliged to criticize. So I want to think about ways  
in which we could build the present through musings 
about the future. What to do? I would like to think 
through this together with all of you. Building the 
present through the future — sounds possible, but in 
reality it’s a pain. But I do think this may be the  
only channel of escape. Think of the seemingly simple 
issue of living, surviving. Who new neo-liberalism  
would come into form and take over China, even?  
I witnessed the inklings of neo-liberalism in Chile last 
year, it was an impressive sight, like looking at a 
heritage site. Speaking of which, it’s strange to see  
how Greece got into its financial mess, when neo-
liberalism came from none other than its descendent —  
the West. Isn’t it strange? Why would I have to  
go with the currents of contemporary art, when its 
foundational basis, namely Western thought and 
economy, came down to a huge mess? I would agree 
with that question. The system is falling apart —  
is it okay to persist when the system’s heading into 
ruin? I keep thinking, it would be great if I could 
summarize the way in which we could build the present 
and reality through the future, and put it all in a  
single sheet of card. All this is in response to your 
comment on temporality. 

Kim

I think we’re good with temporality, at this juncture —  
let’s talk about how the revolutionary innovation  
of Nam June Paik’s work goes with the prefix “tele-.” 
Speaking of media art, whether it be with TVs or 
videos, there wouldn’t be much to discuss other than 
Paik’s pioneering position, but if we’re to reinterpret  
the concept of the media in relation to its theological 
implications or etymology, there’d be a need to  
reorient our perspectives on Paik. 

When Paik first came across TVs, it was closer to 
telepathy, more so than the lived experience of 
cybernetics. But the word telepathy was never taken 
seriously at the time. But the “-pathy” part goes to  
 “empathy” — there’s some kind of interaction beyond 
spatiality. So there was this term “telempathy,”  
in reference to the small device of the TV Paik was 
using; it wasn’t just a receiver like George Orwell  
had envisioned. I would like to, however, ask Huxley if 
he thinks TVs could also serve as transmitters.  
So here’s the question I thought I’d ask you; you know 
when there’s a divided screen on TV, with two people 
each in it, kissing? Paik called this ‘telefuck’ ; that  
one could ‘telefuck’ one’s lover all the way over in Rio. 
Other actions are hard to experience in that kind of 
magnitude, but ‘ love’ generates that sort of sensitivity. 
But such custom industry was developed through 
phones in the past, and now through the internet ;  
Paik uses the TV as a transmitter, hoping that such 
strong sensitivity and feeling could be transmitted  
in the form of ‘empathy.’ I think Huxley might 
be involved at that point. And in your temporality, the 
thirteen kids running along is in fact going outside,  
or going beyond time. That’s a strange question. 
( laugh ) 

Kim

The titles of your work refer to specific times in history ; 
temporalities that cannot coexist are connected  
through contemporaneity. Sentences that cannot be linked, 
invent — go home from work, get off a train somewhere  
and gaze — these things are all spatial. Our spatial existence 
means that we inhabit the third dimension, but we also  
feel the temporal dimension, at times. This temporal 
dimension becomes relativized — an office in the year of 
1974 — it’s spatial, but the timeline becomes a spatial 
metaphor, and if the temporality could be prolonged, then 
the illusions or hypnosis you mentioned would be a  
medium that connects these elements. The time and light 
become some kind of action — they could intervene,  
or be edited. We come to focus on the junctures. 

So I wouldn’t say these are subjective musings. The ideas 
and images are embodied metaphors on a literary level,  
with subtitles, but if you view them as metaphors, then they 
are just imaginary forms. But I feel sensation, I can  
cognize the senses, and this is explained in plain sentences 
like manifesto, but in a suggestive tone — “let’s do this.”  
I came to these thoughts in my attempt to understand you.  
It was hard, and complicated. 

Yangachi

Then should I respond ? 

Kim

you can just share what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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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achi

I take it that this is your style of asking, so I’ll try to 
respond by catching the right context. I also think 
Paik’s focus on ‘tele-’ is a really important one, and  
find it most fascinating. But I also think we might  
have failed when it comes to the ‘tele-’ part Paik 
emphasized. He calls such interaction ‘ telefuck’ —  
but these days, with interactive technologies and 
countless screens, that kind of actions could be easily 
conducted by elementary school kids with the simple 
act of ( pushing one’s finger sideways ). Even children 
around the age of 3 or 4. Paik wouldn’t have been able 
to even imagine this kind of development with screens. 
Paik seems to be a person in the past, considering. 
Meaning, it’s superflat — the meaning itself is too thin 
and flat. Isn’t that so? To me, ‘telefuck’ is not ‘fuck.’  
If we think about it, the state of this superflatness never 
gest beyond the screen — the world of images  
created by Paik and the media industry. That’s why  
I want to break out of it, break the wall. We don’t need 
this kind of telefuck. That’s what I think, although  
I’m not sure if this is an answer. 

Not that it’s an issue of right and wrong, but I just 
thought I’d show how ‘Yangachi responds to this kind 
of question.’ Huxley actually complicates our  
situation. Makes us believe ‘telefuck’ to be real ‘fuck’s, 
make us see those, like morning TV dramas; looking  
at these really absurd dramas, we really come to 
believe that our mothers-in-law would beat us up with  
a head of Kimchi lettuce. Who does that in reality?  
But we watch TV programs that convey these absurd 
stories — does it make sense to live in this world of  
the superfuck? We need to break free of it. 

Kim

what I found is — the side part that looks like an egg 
carton. If we take a close look at an egg carton,  
there’s always a darker part. Is that why you put it 
there? 

Yangachi

Egg carton? 

Kim

The soundboard. 

Kim

The front part features a test card showing the screen 
control time in the form of cold geometry. At first  
I just looked, then turned around. Then, I could imagine 
the cosmos expanding behind the cold geometry.  
So, I thought, “wait, Yangachi has something going.’ 
You’re a complicated artist. We just talked about  
time, light, and action, but in a way, these topics 
connect to ‘televoice,’ that is, the bodily act of ‘tele-.’ 
Then, when there’s light, this happens like on TV.  
There is no body then. Like that. And with time, this 
becomes generated on a linguistic level.  
I get confused by your multi-dimensional aspect,  
and I also see this as your unique characteristic. 

The part about the ritual straw ( golden ) line was an 
instrumental approach to explain Paik’s fifth 
dimensional art, but in a way, the sensual swerve 
installed here would carry a strange interest or  
paradox of time, instead of just being there for fun. 
There seems to be a paradox. Going to the future  
is, once one makes contact with the future, already in 
the present. In the empirical sense, it’s also the  
past. Since I’m not a philosopher, I can’t really go into 
the specifics about time, but I was standing there  
at the center for about 30 minutes. How do the senses 
work? I felt like I was lost in time. Paik suggested  
that one would have to look at his work for at least 
thirty minutes; I wasn’t able to abide by that principle.  
I did look at your piece for about thirty minutes. 

Yangachi

How would I comment? I’ll just add to what you said,  
or talk about stuff that comes into my mind.  
As I said, my objective wasn’t to come here. It’s about 
process. What you said — in old media like paper, 
newspaper, Japanese newspaper, Japanese woodcut 
print, and media — what we have to spread open?  
Like the furniture we talked about. The planes. We are 
used to these, so they’re not new. We’re accustomed, 
but we don’t think of being ‘folded’ when we think  
of media. I also feel fascinating about the topic ‘tele-,’ 
but I’m not all the way there as you think. Here,  
at least, I would go with the screen and Huxley’s view 
of media instead of being immersed in the topic.  
It’s a bit faulty. The wave wouldn’t be that huge, but 
there’s a need to think about the fact that cards  
have been presented in the space where there are 
Paik’s works. Since I held four exhibitions here,  
the space isn’t that unfamiliar to me. I came to think of 
Huxley, in the course of trying to decide what  
kind of meaning I’d include. 

I feel a bit sad when I come to this Center, or when  
I think about how the Korean society looks upon Paik. 
When he destroyed a piano at his first exhibition —  
not that he did it himself — we feel prideful of that mess, 
the ‘destructive’ part. The Korean society, and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have to illuminate his work. 
But I think that’s sad, because I don’t want the  
absence of Paik to be art. People say the absent state 
of Paik, in the wake of his performance, is art. Let’s 
think, and consider this condition. We don’t remember 
the moment when Paik made that mess, but we see  
the trace, the result, as art. Is this really art? Was it?  
I’d imagine there’d be artists here, let’s think. If we see 
the trace itself as art, it’s not necessarily wrong,  
but we should still ask — including you — whether  
that’s right. 

Yangachi

Oh yes, an acoustic board. The way I see it, there  
really is a straw rope between critics and artists. I don’t 
know whether there’s a future for him since he came 
from the past into the battle field of reality, but it looks 
like he’s engaged in this ( a sword fight ). This really 
seems like a straw ( golden ) rope. I put the folded piece 
of golden paper there as an alternative of a screen  
test card. I wasn’t thinking of the rope. I see it as  
a scene where the cards that come out of the past into 
the reality make their entry. I wasn’t thinking — but the 
space was too difficult and small. ( To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 : I’m sorry. ‘ What can I do? Is there a 
way to make this work?’ I was thinking, if I put it  
there in the middle, the space gets too cramped. But  
I would have to use the diagonal line, in a combed 
fashion, for there to be an illusion effect in the eyes of 
the viewers. 

I’m really thankful that you brought it up, it’s something 
worth thinking about. The future perspective is 
important, considering the fetal movement of these 
words. I often think there’s a need to consolidate  
such inklings. Too many concepts were explosively 
born after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Thinking, ‘these kinds of things would be used in the 
future,’ like various materials in architecture. Since  
I’m working on the Sewoon shopping district project ; 
the word ‘deck’ didn’t even legally exist at the time. 
Sewoon Shopping Center came into being when the 
GDP was $ 144 per capita — there was no architectural 
law, they just build such a huge monolith and then 
made the law. Let’s think — they created something  
that did not exist, and the law followed, meaning,  
the word followed. But now Sewoon isn’t protected by 
those laws. It’s about to be torn down. So I propose 
that we take a look at the process. There is a lifecycle 
for words; I think, as an artist, I should rather glue  
these together instead of creating it anew. So what you 
just brought up, the golden ( straw / ritual ) line is a  
really interesting word in terms of tele-communism. 
Coming from an artist’s perspective, artist Jeong 
Yeon-doo once said something in that line. Since the 
artist just works away, the meaning of an artist is 
constructed like being sculpted by an other — the artist 
falls silent. But I can’t stand that anymore. ( Laugh ). 
Sculpted like that — made like a machine. But one has 
to think whether we really have to surrender that much. 
So from those two perspectives, about media and  
this sc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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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he golden flat chair you made is two dimensional —  
it was folded and bent. Like curved time space.  
I thought it was like an allusion, and the small holes in 
the sound board next to it strangely matched the  
black cosmic thing in the black. They say we only know 
about 4% of the cosmos. The rest is simply darkness, 
but we’re trying to go out into it. We need cats’ eyes 
and birds’ eyes for that purpose, but the darkness,  
at the same time, also envelops us, like a womb. I think 
Yi Sang used the expression ‘the womb of the back 
cosmos’ before, The womb of the black cosmos —  
gives a sense of comfort. I was consoled amidst the 
whirlwind of sonic and light waves. And the strange 
sonic waves coming from behind the cold geometry 
was, it’s hard to describe, really fun like entering an 
unfamiliar heterotopia where there is a peach orchard, 
lost somewhere in time. I can’t say much clearly,  
really. 

Yangachi

We can’t say there isn’t something like that. The advent 
of a sound board is that one side has to receive the 
sounds coming out of the speaker. Someone has to 
take on the sound, where there’s light there’s darkness, 
there has to be balance — I tend to seek that. I’m a 
pacifist. I like peace. I hope what flows goes on instead 
of staying and circulates. Same with sound and light. 
So that’s how it must have been embodied. I try not to 
imbue it with meaning. And I talked about this with  
you last year ; I keep saying things as if the West did 
something wrong, but it’s inevitable. I tend to  
question the visual and sensual world the West creates. 
Since I keep thinking, whether ‘thinking is worth  
it if we adopt their way of thinking,’ I need an excuse.  
I thought I’d have to ‘come up with a way to make 
preception and tactile sense come together instead of 
sight and cognition,’ which is why I was more  
sensitive to sound. 

For sound to become tactile, lower tones are better 
than higher ones. Once we enter the realm of  
low to base tones, sound becomes tactile, and sake up 
our ears — hearing is in essence contact, a punch.  
The sounds hit my body, so the inclusion of a peach is 
like how the speaker moves when we amplify really  
low sounds we can’t hear with our ears. The sound is 
visualized. What I felt through the realization that  
 “what cannot be heard is visualized” is that people 
express emotionally. People think something is  
hot, or often see eroticism in peaches. I asked why  
and they say the peach symbolizes a woman’s 
buttocks. I’m not really interested in these things. 

Kim

I was also confused by the concepts you use.  
One example would be the vanishing point.  
In perspective, the vanishing point is a disappearing 
apex. But your use of the term is very unique.  
We have to keep listening. Then does the term acquire 
a consensus-based meaning? Not really. We have  
to listen again. There was a difficult time when  
I had to keep listening. But then, while I was preparing 
for the artist talk, I got to see your past interviews,  
on Middle Korea. I believe that this work is most 
important to you, even more than the one for which  
you were awarded the Hermes award — the dove  
you showcased at Nam June Paik Art Center.  
If the ‘middle’ in Middle Korea, is a middle point, and if 
we see ourselves as the medium, I thought we could 
see the ‘middle’ as a connector or shaman which fills  
in the gap between. But then I was surprised, reading 
it. That wasn’t it — you were trying to capture the 
extreme points of the North and South Poles, and 
insert them in the ‘middle.’ That means it’s more like a 
collection of extremities rather than a neutral point.  
A collection. Reflecting back to that point would be a 
big takeaway from this talk we had today for me. 

So we would have to reconsider what the vanishing 
point is. We have to press the reset key. So we talked 
about the medium a while ago, but your view on the 
medium seems to be unique. This would be a topic for 
another talk. My comments really wouldn’t mean 
anything. Just one possible interpretation. Just to add 
one last thing; the world Huxley presents us with 
reminds me of the famous French poet and film director 
Jean Cocteau. I feel the need to refer to his film Opium. 
He did opiates. Then, his vision shot out from his  
eyes like a cone. He describes everything in front of  
his eyes in the shape of cones. That looks just like what 
I mentioned before; Gödel’s light cone curve.  
At the stage when the visionary of looking beyond 
visual perception — Huxley had once spoke of  
such experiences in his writing. The involution of 
involution, the world of the opposite of the opposite —  
what the world shows. The inside of this cone is  
called the temporal curve, and the outside is the 
transcendental temporality. You place a section  
like cutting something, like this, with strange test cards, 
between this realm and the external world. I found  
it really interesting, since I felt like you were trying to 
show something by cutting out a piece from the 
temporality curve. I saw it as a piece that would reveal 
itself to us only if we throw ourselves into it without 
much thought, rather than manifesting a realm of 
knowledge. So I combined ‘tele-’ with ‘synthesizing’ —  
the synonym of ‘empathy’ brought together,  
I thought of the need for the prefix ‘tele-’ in this 
compoun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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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2004   ‘Skins of South Korea’, Insa Art Space, Seoul, South 

Korea

 Recent Group Exhibitions
2015   ‘Robot Essa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2014   ‘SEMA Biennale,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3   ‘Digital Furniture’, Art Center Nabi, Seoul, South Korea
2012   ‘The Film 2012’, Daegu Art Museum, Daegu, South 

Korea
2011   ‘Closer to Contempora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South Korea
2010   ‘Public Discourse Sphere,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South Korea

 최근 개인전

2014   ‘알버트 메리노 회고전’, 에스파니아 IMA, 볼리비아

2013   ‘클러스터 No. 5, 원석의 에센스’, 에스파시오 트라페지오 

갤러리, 스페인

2012   ‘제비뽑기의 그림자’, 프로닐로 카필라 갤러리, 스페인

 최근 단체전

2015   ‘로밍, 아티스트 멤버들’, 프랑스 아타데미, 파리, 프랑스

2014   ‘다른 생각들—다시 생각하기’, DIAS 쿤스트할레, 덴마크

2013   ‘스페인 비디오아트의 언어와 미학’, 송원아트센터, 서울

2011   ‘엑스 루멘’, 에스트레마두라 이베로아메리카 현대미술관, 

레마두라, 스페인

 Recent Solo Exhibitions
2014   ‘Retrospective Albert Merino’, Espacio IMA, La Paz, 

Bolivia
2013   ‘Cluster # 5 The essence of the Stone’, Espacio Trapezio, 

Madrid, Spain
2012   ‘The Shadow of Lot’, Capilla del Pronillo, Santander, 

Spain

 Recent Group Exhibitions
2015   ‘Itinerance, Membres Artistes’, Academie de France, 

Paris, France
2014   ‘A different thought — Think again’, DIAS Kunsthall, 

Vallensbæk, Danemark
2013   ‘Languages and Aesthetics of Spanish Video Art’, 

Songwon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2011   ‘Lumen Ex’, MEIAC, Badajoz, Spain



117116나타니엘 멜로스 Nathaniel Mellors

 b. 1974, 영국 United Kingdom

 최근 개인전

2014   ‘뉴 케이브 아트 나우’, 스티그터 반 다스버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3   ‘나타니엘 멜로스—우리집’, 갈웨이 아트센터, 아일랜드

2012   ‘나타니엘 멜로스’, 말뫼 쿤스트할레, 스웨덴

2011   ‘나타니엘 멜로스 : 우리집 에피소드 1, 2 & 4’, 현대미술연구소, 

런던, 영국

 최근 단체전

2015   ‘강경한 부르조와를 위한 겸손한 제안서’, 드 할렌, 할렘, 

네덜란드

2014   ‘위대한 속도—2014 타이페이 비엔날레’, 타이페이 미술관, 

대만

2013   ‘깊은 감정들’, 크렘스 쿤스트할레, 오스트리아

2012   ‘진보적인 언어들’, 크리프테카, 크라코우, 폴란드

2011   ‘일루미네이션’,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Recent Solo Exhibitions
2014   ‘NEW_CAVE_ART_NOW’, Stigter van Doesburg, 

Amsterdam, Netherlands 
2013   ‘Nathaniel Mellors — Ourhouse’, Galway Arts Centre, 

Ireland
2012   ‘Nathaniel Mellors’, Malmo Konsthall, Sweden
2011   ‘Nathaniel Mellors : Ourhouse Episodes 1, 2 & 4’, I.C. A., 

London, UK

 Recent Group Exhibitions
2015   ‘A Modest Proposal for Radical Bourgeoisie’, De Hallen, 

Haarlem, Netherlands 
2014   ‘The Great Acceleration — Taipei Beinnial 2014’, Taipei 

Museum of Fine Art, Taiwan
2013   ‘DEEP FEELINGS. From antiquity to now’, Krems 

Kunsthalle, Austria 
2012   ‘Radical Languages’, Cricoteka, Krakow, Poland
2011   ‘La Biennale di Venezia—54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ILLUMinations’, Venice, Italy 

인세인박 Insane Park

 b. 1980, 한국 South Korea 

 개인전

2014   ‘반초상화’, 백운 갤러리, 서울

   ‘디렉터스 컷‘,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2012   ‘책임전가’ 영은미술관, 경기 

2011   ‘미데아‘,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2009   ‘미디어의 습격’, 신한 갤러리, 서울

 최근 단체전

2015   ‘은밀하게 황홀하게’,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4   ‘세네갈 다카르 비엔날레’ 다카르, 세네갈

2013   ‘생생화화’, 경기도미술관, 경기

2012   ‘대구예술발전소 수창동에서 미술의 생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Solo Exhibitions
2014   ‘UNPORTRAIT’, Baekwoon gallery, Seoul, South Korea
   ‘Director’s cut‘, Arario gallery, Seoul, South South Korea
2012   ‘Blame Game’, Youngeun Museum, Gyeonggi, South 

Korea
2011   ‘M.Idea’, Arario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9   ‘Raid of The Media’, Shinhan gallery, Seoul, South Korea

Recent Group Exhibitions
2015   ‘31 Experiment on Light : Intimate Rapture’, Seoul 284, 

Seoul, South Korea
2014   ‘Dakar Senegal Biennale’, Dakar, Senegal
2013   ‘The Breath of Fresh’,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South Korea
2012   ‘Daegu Art Factory — Suchangdong’,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뮌 Mioon

김민선 Min Kim, b. 1972, 한국 South Korea 

최문선 Moon Choi, b. 1972, 한국 South Korea 

 최근 개인전 

2014   ‘기억극장’,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 C, 서울

2013   ‘만화경’ 스페이스 캔, 베이징, 중국

2011   ‘당신의 문으로 나를 인도하라 ! ’, 세계 핸드폰 슈퍼스튜디오, 

밀라노, 이탈리아

2010   ‘치매환자를 위한 아트 프로젝트’, 쿤스트페어라인 코스펠트, 

독일

 최근 단체전

2015   ‘은밀하게 위대하게’,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4   ‘더 브레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3   ‘해인아트프로젝트’, 해인사, 합천

2012   ‘디지털 산수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1   ‘예술의 힘—한국 현대 미술’, 홍콩 타임스퀘어, 홍콩

2010   ‘리버풀 비엔날레—미디어 풍경’, 리버풀, 영국

 Recent Solo Exhibitions
2014   ‘Memory theater’, Space *C, Coreana Museum, Seoul, 

South Korea
2013   ‘Kaleidoscope’, Space Can, Beijing, China
2011   ‘Lead Me To Your Door ! ’,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Superstudio, Milano, Italy
2010   ‘Blickwechsel NRW Art Project’, Kunstverein koesfeld, 

Germany 

 Recent Group Exhibitions
2015   ‘31 Experiments in Light : Intimate Rapture’,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South Korea
2014   ‘The Brain’,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South 

Korea
2013   ‘Haein Art Project’, Hapcheon, South Korea
2012   ‘Digital Landscap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South Korea
2011   ‘The Power of Art _ Korean Contemporary Art’, 

Hongkong Time Square, Hongkong
2010   ‘Liverpool Biennial—Media Landscape, Liverpool, UK

차지량 Cha Ji-ryang 

 b. 1983, 한국 South Korea 

 개인전

2012   ‘뉴 홈’, 플레이스 막, 서울

2011   ‘일시적 기업’, 아트센터 보다, 서울

2010   ‘세대 독립 클럽’, TV 12, 서울

2008   ‘이동을 위한 회화’, 쌈지 일러팝, 서울

 최근 단체전

2015   ‘뉴 컨템포러리’,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4   ‘사진과 미디어: 새벽 4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소셜아트’,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2   ‘부산비엔날레 특별전—Outside of Garden’,  

부산문화회관, 부산 

2011   ‘노마네 집’, 부암동 주택공간, 서울

2010   ‘도서관 : 접힘과 펼침의 도서관’, 상상마당, 서울

 Solo Exhibitions
2012   ‘New Home’, place MAK, Seoul, South Korea
2011   ‘Temporary Enterprise’, Gallery Boda, Seoul, South 

Korea
2010   ‘Independent Club of Indi-Gen’, TV12, Seoul, South 

Korea
2008   ‘The expressions to move’, Ssamzie, Seoul, South Korea

 Recent Group Exhibitions
2015   ‘New Contemporary’,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South Korea
2014   ‘Photography and Media : 4 AM’,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3   ‘Social Art’,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South 

Korea
2012   ‘Busan Biennale—Outside of Garden’, Busan Cultural 

Center, Busan, South Korea
2011   ‘Noname House ‹ M.T = Midnight Terror ›, Seoul, South 

Korea
2010   ‘BIBLIOTHEQUE’, Sangsangmadang, Seoul, South 

Korea



119118나탈리 북친 Natalie Bookchin

 b. 1962, 미국 USA 

 주요 개인전

2012   ‘이제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 현대미술관, 미국

2009   ‘협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미국

2002   ‘매트펫 ( 온라인 소스 ) 설치’, 로스엔젤레스 퍼시픽 디자인센터, 

미국

2001   ‘침입자’, 라 꽁파니, 마르세이유, 프랑스

 최근 단체전

2015   ‘인포스피어’, ZKM ( 예술과 기술 매체센터 ), 독일

2014   ‘공동체의 공간’, 키친, 휘트니미술관, 뉴욕, 미국

2013   ‘직접 민주주의’, 모나쉬대학교 미술관, 호주

2012   ‘바벨을 인용하다’, 마스드리히트 & 히렌, 네덜란드

2011   ‘가상 정체성’, 현대미술센터, 피렌체, 이탈리아

 Selected Solo Exhibition 
2012   ‘Now he’s out in public and everyone can see’, LACE  

( Los Angeles Contemporary Exhibitions ), USA
2009   ‘Testament’, LACMA (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 USA
2002   ‘Metapet Installation’, MOCA at the Pacific Design 

Center, Los Angeles, USA
2001   ‘The Intruder’, La Compagnie, Marseille, France

 Recent Group Exhibition
2015   ‘Infosphere’, ZKM |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Germany
2014   ‘Common Spaces’, Whitney ISP at the Kitchen,  

New York City, USA
2013   ‘Direct Democracy’, Monash University Museum of Art, 

MUMA, Caulfield East VIC, Australia
2012   ‘Paraphrasing Babel, Maastricht and Heerlen, 

Netherlands
2011   ‘Virtual Identities’,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e 

Florence ( CCCS ), Florence, Italy 

유클리드 Euclid 

사토 마사히코 Masahiko Sato, b. 1954, 일본 Japan 

키리야마 타카시 Takashi Kiriyama, b. 1964, 일본 Japan

 단체전

2014   ‘오픈 스페이스 2014’, ICC, 도쿄, 일본

2010   ‘ the definition of self’, 21_ 21 design sight, 도쿄, 일본

 Group Exhibitions
2014   ‘Open Space 2014’, ICC, Tokyo, Japan
2010   ‘the definition of self’, 21_ 21 design sight, Tokyo, Japan

양아치 Yangachi

 b. 1970, 한국 South Korea

 주요 개인전

2014   ‘뼈와 살이 타는 밤’, 학고재 갤러리, 서울

2009   ‘미들코리아 : 양아치 에피소드 III’, 아트센터 나비, 서울

2008   ‘미들코리아 : 양아치 에피소드 II’, KT & 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

2008   ‘미들코리아 : 양아치 에피소드 I’,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3   ‘電子政府, www.eGovernment.co.kr’,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2   ‘양아치 조합, www.yangachiguild.com’,  

일주아트하우스, 서울

 최근 단체전

2015   ‘미묘한 삼각관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Once Is Not Enough’, 시청각, 서울

2013   ‘미술관의 탄생’,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2   ‘국가의 소리’,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2011   ‘NJP 썸머 페스티벌 스물 하나의 방’, 백남준아트센터, 경기

2010   ‘향기로운 봄’, 엉겡레뱅 아트센터, 엉겡레뱅, 프랑스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4   ‘a Night of Burning Bone and Skin’, Hakgojae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9   ‘Middle Corea : Yangachi Episode III’, Art Center NABI, 

Seoul, South Korea
2008   ‘Middle Corea : Yangachi Episode II’, KT & G 

Sangsangmadang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8   ‘Middle Corea : Yangachi Episode I’, Insa Art Space, 

Seoul, South Korea 
2003   ‘eGovernment, www.eGovernment.co.kr’, Insa Art 

Space, Seoul, South Korea
2002   ‘Yangachi Guild, www.yangachiguild.com’, Ilju Art 

House, Seoul, South Korea

 Recent Group Exhibitions
2015   ‘The Subtle Triangle’, 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4   ‘Once Is Not Enough’, Audio Visual Pavilion, Seoul, 

South Korea
2013   ‘Birth of a Museu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2   ‘Sound of the State’, Art Space POOL, Seoul, South 

Korea
2011   ‘NJP Summer Festival 21 Rooms’, Nam June Paik Art 

Center, Gyeonggi, South Korea
2010   ‘PRINTEMPS PERFUME’, centre des arts d’Enghien-les-

Bains, Enghien-les-Bain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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