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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백남준아트센터 

<세 개의 방 프로젝트> 작가 선정’

사진 왼쪽부터 김희천, 양 지안, 베레나 프리드리히(Verena Friedrich_THE LONG NOW_2015©Max Pauer)

▶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 개의 방 프로젝트>, 참여 작가로 김희  
   천(한국), 양 지안(중국), 베레나 프리드리히(독일) 선정

▶ 오는 7월 백남준아트센터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11월 중국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2019년 6월 독일의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에서 각각 그룹전 개최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각과 관점을 제시하는 작  
   품 선보일 예정

제목 2018 백남준아트센터 <세 개의 방 프로젝트> 작가 선정

문의
전시문의 : 김선영(t. 031-201-8552, m. 010-4665-9290)
취재문의 : 강연섭(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EgHx-CrlBSFRDlu

pPsN6Za76dM6ytTE?usp=sharing

배포 2018. 6. 19 쪽수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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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젝트 소개

⦁주최 및 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공동 기획 : 독일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 중국 상하이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후원: 주한독일문화원
⦁협찬: 산돌구름

  백남준아트센터(Nam June Paik Art Center, 한국)는 중국 상하이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 Chronus 
Art Center, 이후 CAC) 그리고 독일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 | Center for Art and Media, 이
후 ZKM)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세 개의 방 프로젝트>의 참여 작가로 김희천(한국), 양지안(중국), 베레나 
프리드리히(독일)를 선정하였다.

  백남준아트센터, CAC, 그리고 ZKM은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 개의 방 프로젝트>
를 진행한다. <세 개의 방> 프로젝트는 한국, 중국, 독일의 세 미디어 아트 기관이 각 국 젊은 세대의 미
디어 작가를 공동 선정하여 각 기관에서의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를 전 세계 미술계
에 소개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오는 2018년 7월 12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2018
년 11월 중국 크로노스 아트센터, 2019년 6월 독일의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에서 각각 그룹전이 개
최된다.   

  지난 2016년 12월 본 프로젝트를 위한 백남준아트센터, 크로노스 아트센터, 그리고 칼스루에 예술과 미
디어 센터의 양해각서 체결 후, 2017년 개별 기관의 추천 및 공동 심사의 과정을 통해 2018-2019년도 
<세 개의 방 프로젝트> 참여 작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김희천(한국), 양지안(중국), 베레나 프리드리
히(독일)

  이번 <세 개의 방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가들은 미디어 영상, 설치 등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저마다의 레
이어를 쌓아가고 있다. 서로의 언어는 다르지만 작품을 통해 개별 작가들은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른 새
로운 감각과 관점을 제시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중국, 그리고 독일의 
젊은 세대 작가들의 시각으로 본 현재와 미디어 아트의 동향, 그리고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 각 기관 별 <세 개의 방 프로젝트>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 참조

Ⅱ. 작가 소개

• 김희천(Kim Heecheon, 한국)은 개인 경험과 시대감각을 결합하여 동시대인의 삶을 주목하고, 디지털 매
체를 활용해 가상과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조합하며 현실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선
을 던진다.

• 베레나 프리드리히(Verena Friedrich, 독일)는 유기적 혹은 전자적 매체를 활용하여 기술에 따라 새롭게 
나타났거나 변화한 가치관 혹은 관점, 그리고 이에 따른 삶의 변화 등을 인식하게 미디어 설치 작업을 주
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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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안(Yang Jian, 중국)은 미디어와 ‘인간 조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기계, 기술, 미디어
를 주재료로 기술 및 미디어와 우리 삶과 사회의 반사적 관계 또는 구조를 드러내고 자신의 문화적 관계 
속의 위치를 발견하게 한다.

Ⅲ. 기관 소개

▶ 백남준아트센터(한국)
2001년 백남준과 경기도는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백남준은 생전에 그의 이름을 딴 이 아
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고 명명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작가가 바라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사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
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주소 : 170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 http://njp.ggcf.kr/ 

▶ CAC | 크로노스 아트센터 (중국)
중국 최초의 미디어 아트 기관으로 2013년 설립되었다. 미디어 아트의 프레젠테이션, 연구 및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시, 레지던시, 강연 및 워크숍, 아카이브,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면적이고 역동적
인 미디어 아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적 경험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미디어 기술
에 비평적으로 참여하여 예술적 혁신과 문화적 인식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 주소 : Bldg 18, 50 Moganshan Rd, Shanghai, China
- www.chronusartcenter.org

▶ ZKM |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 (독일)
1989년 설립 이후 박물관·미술관의 본래 역할을 확장하고 디지털 시대의 전통적인 예술을 이어간다는 미션 
하에 다양한 전시, 학술, 연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바우하우스로서 회화, 사진, 
조각, 필름뿐만 아니라 타임베이스의 비디오, 미디어, 사운드, 댄스, 공연과 퍼포먼스 등 모든 매체와 장르
를 아우르며 예술과 대중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상호 작용적이고 실재적인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소 : Lorenzstr. 19, 76135 Karlsruhe, Germany
- https://zkm.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