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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준서 /‘shape_skin_screen’/ 프린트, 인터랙티브, 

설치, 영상 등

> 시각적인 생물 형태의 이미지로 촉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 표면, 화면 (shape_skin_screen)을 

구현한다. 최소한의 요소로 만들어진 생물체의 이미지 

(소프트 로봇)와 그 이미지를 바라보는 생물체, 즉 

관객과의 관계를 관찰한다.

  2-a '대략적인 모양 1' / 텐트 천에 피그먼트 프린트 /  

 80x80cm (양면)

  2-b '대략적인 모양 2' / 텐트 천에 피그먼트 프린트 /  

 60x88.5cm (양면)

  2-c '찌르면 아파하는 로봇' / 아두이노, 실리콘 /  

 11x17x7cm

  2-d '버섯인간' / 디지털 C 프린트 / 45x80cm 

  2-e '고릴라' / 3D 프린트 후 크리스탈 클리어 조형 /  

 9x17x11cmx2개

  2-f '가시흐름' / FHD, 16초,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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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Full size Render series’/ 이미지 

시퀀스, 설치 

  3-a FSR series-LENNA Full Version 

  3-b FSR series-LENNA 

  3-c FSR series-PLUTO 

  3-d FSR series-APOLLO

  3-e FSR series-DOLAN

  3-f FSR series-CLOUDS

  3-g FSR series-CITY 

  3-h FSR series-MONKEY 

>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으로 저작권이 

만료, 포기, 기증 된 이미지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향유되었는지를 연구한 디지털 이미지의 가변성과 

환영성에 대한 작업이다. 오리지널이라 불리는 최초의 

이미지를 각종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구글의 이미지 검색엔진을 통해 복제, 양산된 이미지들을 

찾아냈다. 특정 이미지는 사용된 이미지를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LENNA’(영상처리 표준 

레퍼런스)의 이미지는 엄청난 양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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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Winch doesn't need color (but color 

wants winch.)’/ 설치 

> 어떤 오브제가 가지는 피상적 이미지는 그것이 쓰이는 

영역, 그것을 다루는 사람, 사용되는 목적 등에 따라 

형성된다. 그 명칭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의 

노동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윈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는 경험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남성적’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편향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 이 작품은 전복에 대한 것이다.‘젠더성의 

전복’이자‘이미지의 전복’에 대한 실험이다. 젠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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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형, 이동훈, 최하람 /‘극적으로 바림을 방문하는 

법’/ 인터렉티브웹, 생성음악

http://www.ustream.tv/channel/22593565

> 바림 건물 입구에 있는 cctv를 셀프해킹하여 만든 

소리 프로젝트로, cctv와 디지털 세계 안에 바림을 

의식적으로 위치시킨다. 사람, 동물, 움직이는 물체, 

공기, 빛 등 화면 안에 생기는 움직임이나 변화를 

포착하여 소리로 변형시킨다. 바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생성해 낸다.

> 이미지들은 복제, 양산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표면이 흐려지고 선명해지고, 무언가 덧붙여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변형된 이미지의 

표면은 환영적 기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 작업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고해상도에서부터 

저해상도까지 다양하며, 동일한 픽셀 이미지가 모니터에 

따라 매우 크게 보이기도, 작게 보이기도 한다. 

>‘LENNA’의 풀사이즈는 512x512픽셀이다. 이 크기가 

작다라고 느끼는 지점도 흥미롭다. 과연‘풀사이즈’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기술도움: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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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향적인 이미지를 가진 어떤 오브제에 시각적인 

변형과 상황의 설계를 가해 그 이미지를 들어내는 

(지워내는) 시도이다. 

> 첫번째 거세의 방식은 윈치에 색깔을 입히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장치가 가진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 즉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윈치를‘여성적’인 오브제로 

만들겠다는 의미교체의 시도는 아니다. 편향된 이미지에 

묶인 대상을 풀어놓고 다르게 보는 것이며, 이런 시도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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