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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
세 개의 방 프로젝트전 《현재의 가장자리》

▶백남준아트센터, 중국 상하이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독일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와 공동 기획으로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와 세 개의 방 프로젝트 《현재의        
  가장자리》전 동시에 개최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환경에 따른 인간 감각의 변화와 확장의     
  양상을 백남준, 류 샤오동, 카스텐 니콜라이의 작품을 통하여 제시

▶세 개의 방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작가 김희천, 양 지안, 베레나 프리드리히, 《현재의       
  가장자리》전에서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각과 관점을 제시하는 작업 선보여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Datumsoria
세 개의 방 프로젝트전 《현재의 가장자리》
Three Rooms Project Edge of Now 

문의
전시문의 : 《다툼소리아》 이수영(t. 031-201-8553 m. 010-4288-2713)
          《현재의 가장자리》 김선영(t. 031-201-8552 m. 010-4665-9290)

취재문의 : 강연섭(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료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포 2018. 07. 12 쪽수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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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소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중국 상하이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독일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의 공동 기획으로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와 세 개의 방 프로젝트 《현재의 가장자리》전을 
동시에 개최한다. 국제 협력전 《다툼소리아》는 백남준, 류 샤오동, 카스텐 니콜라이의 작품을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지각체계와 의사소통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가장자리》에는 세 개의 방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한국, 독일, 중국의 신진 미디어 작가들이 참여하여 
기술매체에 의해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저마다의 관점을 제시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두 전시는 기술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들 간의 서로 다른 태도와 양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다.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는 백남준, 중국의 류 샤오동, 독일의 카스텐 니콜라이가 참여하여 포스트 
디지털시대의 데이터 환경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융합되며 인간의 감각들을 변화, 확장시키는지를 
알아보는 전시이다. ‘다툼소리아’는 정보를 뜻하는 데이텀(datum)과 감각을 뜻하는 센서리아(sensoria)의 
조합어로 21세기 정보시대에 현실과 가상 사이에 새로운 인지의 공간이 창출되고 있음을 뜻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세 명의 작가는 공통적으로 실재, 새로운 매체, 그리고 환경에 의해 변하는 인간의 감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벌여왔다. 지난 2016년 CAC, 2017년 ZKM에서의 전시를 
마치고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마지막 전시를 갖는 《다툼소리아》는 실재, 새로운 매체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인간의 지각방식에 대해 주목하여 디지털 혁명이 가져다 준 새로움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실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세 개의 방 프로젝트는 한국, 중국, 독일의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지난 2016년 12월 백남준아트센터와 CAC, ZKM은 양해각서 체결 후 2017년 개별 기관의 
추천 및 공동 심사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김희천, 중국의 양 지안, 독일의 베레나 프리드리히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가들은 CAC와 ZKM에서 열릴 순회전을 통해 자신들의 작업을 
국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적 한계가 있는 다른 공모전과 차별성을 
가진다. 오는 2018년 7월 12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막하는 전시 《현재의 가장자리》는 세 개의 방 
프로젝트전의 첫 시작으로, 2018년 11월 중국 크로노스 아트센터, 2019년 6월 독일의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에서 각각 그룹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참여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각각 고전적 
표상에 대한 현대적 관점, 일상이 된 미디어에 대한 인식, 온 · 오프라인 경계에서의 인식 등을 통해 
기술매체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감각과 관점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7월 12일, 두 전시의 개막일은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 순회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자, 세 개의 
방 프로젝트 《현재의 가장자리》전의 첫 시작이다. 개막일 7월 12일에는 《다툼소리아》전 참여 작가 류 
샤오동의 아티스트 토크와 《현재의 가장자리》전 참여 작가 양 지안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7월 13일에는 
《현재의 가장자리》전 참여 작가들의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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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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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
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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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션 하에 다양한 전시, 학술, 연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바우하우스로서 회화, 사
진, 조각, 필름뿐만 아니라 타임베이스의 비디오, 미디어, 사운드, 댄스, 공연과 퍼포먼스 등 모든 매체와 
장르를 아우르며 예술과 대중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상호 작용적이고 실재적인 예술 플랫폼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소 : Lorenzstr. 19, 76135 Karlsruhe, Germany
- https://zkm.de

■ 개막 행사 및 연계 프로그램

▶개막식   2018년 7월 12일 (목), 오후 4시
▶개막공연 2018년 7월 12일 (목), 오후 5시  *양 지안, <센서의 숲>(퍼포머: 박유라)

▶아티스트 토크 I   2018년 7월 12일 (목), 오후 2시  *류 샤오동
▶아티스트 토크 II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3시  *김희천, 양 지안, 베레나 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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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소리아》, 《현재의 가장자리》전 소개 및 작품 소개

▶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

◦ 전 시 명 : 다툼소리아 Datumsoria
◦ 전시기간 : 2018. 07. 12(목) ~ 2018. 09. 16(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 2전시실

◦ 참여작가 : 백남준, 류 샤오동, 카스텐 니콜라이 (3명, 총 6점) 
◦ 기    획 : 장 가(ZHANG Ga, 크로노스 아트센터 예술감독), 이수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 주최 및 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공동기획 :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

◦ 후    원 : 주한독일문화원

◦ 협    찬 : 산돌구름, 버즈샵, 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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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 소개

국제 기관협력 전시 《다툼소리아》는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인간의 지각방식을 비롯하여 실재와 가상의 혼종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술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가상과 실재는 혼종의 과정에 있으며, 그 어느 것이 우위에 있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혼종의 과정에서 지각 체계와 의사소통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각각 한국과 중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로, 비디오 아트(백남준)와 리얼리즘 회화(류 샤오동), 그리고 
사운드 아트(카스텐 니콜라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매체와 인간의 지각 변화의 다양한 자장을 포착하고 있다. 

⦁백남준(Nam June Paik)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이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던 백남준은 1974년에 
쓴 “후기 산업사회를 위한 미디어 플래닝”라는 글을 통해서, 인터넷과 같은 광대역통신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두뇌처럼 혼합되어 미래사회에서 주체이자 윤활제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징키스칸의 복권>(1993)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보여지듯이, 백남준은 교통, 이동수단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지배하던 과거에서, 거리와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을 예견한다.

⦁류 샤오동(Liu Xiaodong, 중국)은 현대 중국의 삶을 대형 화폭에 옮기는 사실주의 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인구 이동, 환경 위기, 경제적 격변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담아내면서도, 
세심하게 조율된 구성을 통해 인공적인 느낌과 현실 사이에서 미묘한 중립을 유지한다. 류 샤오동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인 <불면증의 무게>(2018)는 기술자들과 함께 개발한 스트리밍 데이터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기반하여 제작된다. 도시가 잠들지 않으며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기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카메라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통해 그림을 그린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달라진 
기술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실재와 변화된 우리의 지각 체계를 암시한다. 

⦁카스텐 니콜라이(Carsten Nicolai, 독일)는 음악, 미술, 과학을 넘나드는 변환적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음악가이다. 그의 작품은 소리와 빛의 주파수 같은 과학적 현상을 눈과 귀로 
인식하게 하여 인간의 감각적 인식이 분리되는 현상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는 과학계에서 
일컫는 참조 체계에 영향을 받아 오류, 무작위, 자체 구성 구조뿐 아니라 그리드(grid)와 코드(code)와 
같은 수학적 패턴도 즐겨 활용한다. 전시 출품작 <유니테이프>(2015)는 초기 컴퓨터 시대의 천공카드를 
암시하는 시각적 구조와 인식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작품이 연출하는 완전무결한 이미지와 
사운드는 알고리즘의 순수한 수학적 정밀함을 담고 있다. 소리가 완전한 감각적 몰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울려 퍼지는 동안, 데이터의 물질성은 형상의 영역을 무한한 깊이와 넓이로 확장시키며 프로젝션을 통해 
나타나고 양 옆에 배치된 거울에서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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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전 《다툼소리아》 작품 소개

1. 백남준, <징키스칸의 복권>, 1993
  비디오 조각, TV 모니터, 네온관, 자전거 바퀴 등, 217 x 110 x 211cm

  <징기스칸의 복권>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 제작된 로봇으로 실크로드가 전자 고속도로로 
대체된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20세기의 징기스칸은 말 대신 자전거를 타고 있으며, 잠수 헬멧으로 
무장한 투구와 철제 주유기로 된 몸체와, 플라스틱 관으로 구성된 팔을 가지고 있다. 자전거 뒤에는 
텔레비전 함을 가득 싣고 있으며, 네온으로 만든 기호와 문자들이 텔레비전 속을 채우고 있다. 네온 
기호들은 지식과 정보들이 코드로 변환되어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백남준은 교통, 이동수단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지배하던 과거에서, 거리와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을 예견한다.



7

2. 백남준, <비디오 샹들리에 No. 1>, 1989, 비디오 설치, 38대의 흑백 모니터, 가변설치

  이 작품은 소형 비디오 모니터 여러 대를 샹들리에 형태로 구성해 천장에 설치하는 시리즈 중 처음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후 제작된 비디오 샹들리에와는 달리 이 작품의 모니터는 모두 흑백인 매우 드문 
작품이다. 케이블과 모니터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면서도 그 전체적인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샹들리에의 
형태를 띠게 된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운동감과 화면의 움직이는 영상, 그리고 케이블 중간 중간 연결된 
전구의 불빛들이 공간을 압도하며 그 아래에 선 우리에게 '시청'이라는 행위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조명이 떨어지는 샹들리에가 아니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샹들리에는 우리가 어떠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3. 백남준, <버마 체스트>, 1990, 비디오 조각, 서랍장, TV 모니터, 프로젝터, 240 x 183 x 1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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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 체스트>는 붉은 색의 서랍을 마치 탑처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황금 빛 궤를 올리고, 다시 그 
위에 크고 작은 조각 상을 두 점 올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붉은 색의 서랍에는 ‘홍루몽’이라는 글을 적어 
놓았는데, ’홍루’는 귀족 여성들이 사는 저택을 부르는 말이며, ‘홍루몽’은 부귀영화와 젊음과 사랑이 모두 
일장춘몽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유명한 소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홍루몽의 서랍에는 각종 보석과 
장식물 그리고 백남준의 드로잉과 사진들이 담겨있고 모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려있다. 그 위에 놓인 
궤의 열려진 안쪽 벽면에는 여성의 누드와 샬롯 무어만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깊은 
내러티브를 만들어 놓았지만, 디지털로 전해지는 영상이 홍루몽처럼 하룻밤에 사라질 허무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4. 백남준, <퐁텐블로>, 1988,
  비디오 조각, 퀘이사 컬러 모니터 20대, 금속 그리드, 금색도장 나무 액자, 190 x 230cm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금색 액자 안에 20대의 컬러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고, 2채널의 TV모니터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추상적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퐁텐블로”라는 제목은 프랑스의 퐁텐블로 
성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성은 나폴레옹을 비롯한 프랑스의 군주들이 머물렀던 화려한 거처로, 
그림을 나란히 걸어놓는 공간인 갤러리의 원형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퐁텐블로>는 “콜라주 기법이 
유화를 대신했듯이, 음극선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백남준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감상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화려한 시각적 정보가 우리의 
지각 방식과 감정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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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류 샤오동, <불면증의 무게>, 2018
  멀티미디어 설치, 2개의 로봇, 2개의 캔버스,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가변설치

   Courtesy the artist and Lisson Gallery
  전시장에는 건축용 비계 위에 2개의 대형 캔버스가 설치되어 있다. 로봇으로 제어되는 붓은 비디오 
카메라로 캡처한 풍경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건물의 윤곽, 나무의 실루엣, 차량의 외곽선 및 인물의 
그림자를 구불구불하게 그려낸다. 기계가 쉬지 않고 그려내는 풍경은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초상이다.
  작가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의 전시를 위해 용인의 풍경과 전남도청이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풍경을 촬영하여 그 데이터를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으로 스트리밍하도록 했다. 도시가 잠들지 
않으며 계속 변화하듯이 이 작업은 기계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며 카메라로 보는 세계를 그려내도록 
한다. 이는 달라진 기술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실재와 변화된 우리의 지각 체계를 암시한다. 

6. 카스텐 니콜라이, <유니테이프>, 2015
  리얼타임 프로젝션, 거울 벽, 라우드 스피커가 장치된 벤치, 가변 설치

  카스텐 니콜라이는 음악, 미술, 과학을 넘나드는 변환적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음악가이다. 그의 작품은 소리와 빛의 주파수 같은 과학적 현상을 눈과 귀로 인식하게 하여 인간의 감각적 
인식이 분리되는 현상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는 과학계에서 일컫는 참조 체계에 영향을 받아 
오류, 무작위, 자체 구성 구조뿐 아니라 그리드와 코드와 같은 수학적 패턴도 즐겨 활용한다.             
  <유니테이프>는 초기 컴퓨터 시대의 천공카드를 암시하는 시각적 구조와 인식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작품이 연출하는 완전무결한 이미지와 사운드는 알고리즘의 순수한 수학적 정밀함을 담고 
있다. 소리가 완전한 감각적 몰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울려 퍼지는 동안 데이터의 물질성이 무한한 깊이와 
넓이로 확장되며 양 옆에 배치된 거울을 통해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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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방 프로젝트전 《현재의 가장자리》

   ◦ 전 시 명 : 현재의 가장자리 Edge of Now 
   ◦ 전시기간 : 2018. 07. 12(목) ~ 2018. 09. 16(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 2전시실
   ◦ 참여작가 : 김희천, 양 지안, 베레나 프리드리히 (3명, 총 6점) 
   ◦ 기    획 : 김선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 주최 및 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공동기획 : 상하이 크로노스 아트센터(CAC), 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KM)

   ◦ 후    원 : 주한독일문화원
   ◦ 협    찬 : 산돌구름, 버즈샵, 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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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방 프로젝트전 《현재의 가장자리》 소개

  세 개의 방 프로젝트는 한국, 중국, 독일의 신진 미디어 작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백남준아트센터, CAC, 
그리고 ZKM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공모 방식의 프로젝트다. 올해에는 15명의 추천위원들이 30여명의 신진
작가들을 추천하였으며,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각과 관점을 제시하는 김희천, 양 지안, 베레
나 프리드리히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선정된 작가들이 CAC와 ZKM에서 열릴 순회전을 
통해 자신들의 작업을 국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적 한계가 있는 다른 
공모전과 차별성을 갖게 된다. 참여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각각 고전적 표상에 대한 현대적 관점, 일상이 
된 미디어에 대한 인식, 온 · 오프라인 경계에서의 인식 등을 통해 기술매체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감각과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와 데이터의 세계가 밀착된 삶을 살고 있으며 기술매체에 따라 변화된 환경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도 한다.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한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분명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가치들이 존재한다. 참여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각각 고전적 
표상에 대한 현대적 관점, 일상이 된 미디어에 대한 인식, 온 · 오프라인 경계에서의 인식 등을 통해 
기술매체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저마다의 감각과 관점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직전 '현재의 가장자리'에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희천(Kim Heecheon, 한국)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과 시대감각을 결함하여 동시대인의 삶을 주목하고, 가상과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조합하며 현실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선을 던진다. 작가의 
3부작으로 알려진 <바벨>, <Soulseek/Pegging/Air-twerking>, <랠리>를 통해 온/오프라인 경계를 
계속해서 넘나들며 물리적 시공간과 가상의 시공간을 ‘랠리’하는 동시대인들의 모습을 포착한다.

⦁양지안(Yang Jian, 중국)은 도구, 기술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와 ‘인간의 조건’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기계, 기술, 미디어를 주재료로 기술 및 미디어와 우리의 삶, 그리고 사회의 반사적 관계 
또는 구조를 드러내고 자신의 문화적 관계 속의 위치를 발견하게 한다. <센서의 숲>(2008-2018)은 일상의 
사물들에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관람객의 행동을 제어하고 조작한다. 이는 일상에 침투한 다양한 기술 
매체가 우리 인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베레나 프리드리히(Verena Friedrich, 독일)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론적 연구와 
실제 실험의 과정을 거쳐 유기적 혹은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설치 작업을 주로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기술에 따라 새롭게 나타났거나 변화한 가치관 혹은 관점, 그리고 이에 따른 삶의 변화 등을 
인식하고 고찰하게 한다. 출품작 <지속되는 현재>(2015/16)는 과학적 연구로 고안된 기술 장치를 
이용하여 고전적 개념인 ‘바니타스(Vanitas)’를 형상화 하는 작업을 보여주면서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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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방 프로젝트전 《현재의 가장자리》 작품 소개

1. 베레나 프리드리히, <지속되는 현재>, 2015/16
  설치, 실험테이블, 비눗방울 기계, 전기장치, 드라이아이스, 진공청소기, 160 × 80 × 150cm

  베레나 프리드리히는 유기적, 전자적 매체를 활용하여 기술과 매체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확장시키는 설치 작업을 선보여 왔다. 작가는 <지속되는 현재>에서 비눗방울이 가진 본연의 순간성과 
함께 기술에 의한 영속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비눗방울은 삶의 
덧없음, 무의미함, 끝을 예견하는 허망함 등을 상징하는 고전적 ‘바니타스(Vanitas)’의 표상이다.
  <지속되는 현재>는 비눗방울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기술 장치로 비눗방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눗방울의 수명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환경은 정교하게 
통제된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고, 비눗방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다른 생명이나 
요인들도 최대한 제거되었다. 과학적 연구로 고안된 장치 안에서 보다 향상된 제조 공정으로 생산된 
비눗방울은 가능한 오랫동안 안정과 불안정한 상태 사이를 부유하며 현대적 관점의 ‘바니타스’를 보여준다.

THE LONG NOW w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EMARE Move On at OBORO’s New Media Lab 
and a residency at Perte de Signal, both in Montréal. Supported by the cultural program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Goethe-Institut, the Conseil des arts et des lettres du Québec, FACT 
Liverpool and the Kunstfonds Foundatio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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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지안, <센서의 숲>, 2008-2018, 인터렉티브 설치, 진동센서, 알람램프, 오브제, 가변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and WHITE SPACE BEIJING

  양 지안은 일상에 부여된 조건과 제약 및 습관적 경험들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조성하여 일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저항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한다. 전시 공간에는 센서가 부착된 화분, 가전제품, 생활필수품 
등 일상의 사물이 가득 차있다. 관람객은 센서에 최대한 감지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 숲을 통과해야하는 
일종의 게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과 센서 때문에 관람객의 행동은 제어되고 
조작된다. 이 거대한 숲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할까. <센서의 숲>은 일상에 침투한 다양한 
기술매체가 우리 인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숲을 
통과하려면 장애물 사이의 틈으로 여러 동작들을 취하며 이리저리 빠져나가야만 한다. 때로는 우아하게, 
민첩하게, 어설프게, 우습게, 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며.. 

3. 양 지안, <와이파이>, 2013, 설치, 와이파이 라우터, 가변크기

  Courtesy of the Artist and WHITE SPACE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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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생활을 하면서 가상과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남긴 활동로그는 누군가에게는 관찰/분석의 
대상이 된다. 전시장 곳곳에는 40여대의 와이파이 라우터가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려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는 감옥이 펼쳐진다. 관람객은 자신의 휴대폰 화면에서 작가가 던지는 수십 
개의 반복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와이파이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작가가 던지는 데이터들을 
수용해야만 한다. 작가는 가상과 물리적 세계의 간극을 줄이는 인터넷 연결, 특히 와이파이로 대표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 주시하고 있다. '공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플랫폼의 대중성은 침투력이 
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독점의 형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의 활동로그와 그로부터 되돌아오는 광고 및 잉여정보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채택하는가. <와이파이>는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우리는 정말 '스마트'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4. 김희천, <바벨>, 2015, 싱글채널 HD 비디오, 흑백, 사운드, 21:22 

  김희천은 인터넷, 3D, GPS, VR 등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팽창으로 가상과 물리적 현실에서의 시공간에 
대한 작가의 감각과 인식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작가의 3부작으로 알려진 <바벨>, <Soulseek/ 
Pegging/Air-twerking>, 그리고 <랠리>는 디스토피아적 징조가 맴도는 서울을 배경으로 온/오프라인 
경계에서의 인식 체계, 그리고 물리적 시공간과 가상의 시공간을 진자 운동하듯 끊임없이 ‘랠리’하는 
동시대인의 모습을 포착한다. <바벨>은 지난여름 아버지의 죽음 후 데이터로 남은 그의 흔적을 쫓는 
것에서 시작한다. 작품은 작가가 가졌던 복잡한 감정과 함께 여전히 그 여름에 멈춰진 채로 동기화되지 
않아 시차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태, 그리고 작가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한 생각 등을 담아낸다. 작품은 
스크린처럼 납작해진 세계와 금방이라도 ‘세상은 망할 것’이라며 겁을 주는 징조들을 통해 세상이 이미 
제대로 망해볼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애매하게 망한 껍데기는 아닌지, 그리고 거기서 오는 무력감과 약간의 
희망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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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희천, <Soulseek/Pegging/Air-twerking>, 2015, 싱글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1:12

  ‹Soulseek/Pegging/Air-twerking›은 사라지고 싶을 때 사라지기 위해서 물리적 세계에서의 활동 
로그를 스크린 세계로 백업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작가는 ‘우리 세대의 삶은 MP3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음원 태그, 커버, 커버플로우를 넘기며 앨범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3D 
렌더링으로 현실보다 더 ‘리얼한’, 혹은 ‘인간적인’ 것을 가상에서 찾는다. 작품은 입체 모델링 소프트웨어 
3D MAX로 현실을 ‘가져오기(임포트)’하여 껍데기를 모으고 이를 이어 붙여서 새롭게 구성한 세계와 
그로부터 현실로 ‘내보내기(익스포트)’된 것들의 순환 고리를 보여준다. 작가는 데이터와 물리적 세계의 
구분이 필요 없어진 시공간, 한편으로는 데이터의 세계에 존재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용량이 중요해진 
우리의 삶을 언급하며 다시금 평평한 스크린이 되어버린 이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6. 김희천, <랠리>, 2015, 싱글채널 HD 비디오, 흑백, 사운드, 32:58

  ‹랠리›는 18개월간의 장거리 연애가 끝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온/오프라인이 쪼개지는 작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빌딩 유리창에 비춰지는 평평한 서울의 모습은, 마치 
가상과 물리적 시공간 사이 그 어디쯤에서 ‘가져오기(임포트)/ 내보내기(익스포트)’되어 스크린/유리를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서울의 풍경으로 모니터에 비추어진 
작가와 화면 속 돌아가신 아버지는 모니터를 통해 말없이 서로를 마주한다. 작가는 ‘물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링크가 깨진 것들’, ‘물리적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데이터로 남은 것들’, 그리고 
스크린/유리 너머로 잔상처럼 부유하는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가상과 물리적 세계 그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되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두 상태로의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