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변지애 
[이동의 발열]
(플라스틱폼, 펠트 패브릭, 가변설치, 2018)

한국의 정원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대신, 정자라는 
최소한의 건축물을 둠으로써 자연의 일부를 빌리는 동시에 
자연이 된다. 여기서 정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연을 함입하며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정자는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공간성을 갖는 동시에, 
목적지이자 정거장으로서 머무름과 이동을 모두 가능하게 
한다. 정자라는 공간에서 시선(view)과 사유와 장소가 
종합되는 순간, 이동의 메타포가 생성된다. 사유는 
머무르지 않고 시공간을 오가며 발열된다. 공간에 
부착되는 정자의 일부를 형상화한 처마 형태의 설치는, 
바깥이 아닌 실내에서 '안'이라는 공간과 풍경의 시야를 
재구축한다.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무위자연(
無爲自然)”은, 현재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바깥으로의 
탈출과도 같은 바캉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도시의 틈을 비집는 작은 실천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닐까.

3 손여울
[기억하고 있는 방법]
(코드, 램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가변설치, 2018)

역사적 중요한 운동을 소재로 제작된 이 작품은 사건에 
대한 당시의 기록물의 텍스트와 그와 관련된 트위터의 
텍스트를 모아 보여주는 작업이다. 정치와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담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아울러 개인의 감정, 생각과 그 당시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실험해 본다.

도움주신 분 : 5.18 역사민주화운동기록관

1 안토닌 쥐루-들로르메 Antonin Giroud-Delorme    
[Studÿ for New Habits 1 (®hizocarpus Geographi-
cum)]
(Hundreds of motel interiors views UV-printed on 
Polÿurethane semi-transparent film, bio-plastic, 
smart bulb, wireless bridge, ®aspberrÿ Pi, custom 
software, electric cables, vented server rack panel, 
Hanji paper and legal texts printed on, black granite 
painted condom, squid ink, crÿstal epoxÿ resin, 
copper wire, 가변설치, 2018)

연결된 조명은 호주의 회사 필바라 미네랄스 (Pilbara 
Minerals) 의 리튬 주식의 실시간 변화와 연동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또한 700개의 광주 모텔 인테리어 
사진이 위장 식물처럼 열거되어 있고, 이 이미지들이 
놓여진 살과 같은 재질 위로, 연결된 조명의 빛이 
출렁인다. 리튬은 인간의 ‘이동’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상징적인 자원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통신, 즉 핸드폰의 유동성과 접근성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 특히 남한의 지역 경제와 지정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흔한 음식 그릇을 설치의 일부로 
사용했는데, 이는 가족, 즉, 서양에서는 벽난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집’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전통적인 개념의 ‘집’과 함께 전시된 다른 층위의 설치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과 
프랑스 헌법의 서문의 텍스트를 중첩시켰다. 이 텍스트는 
음식 그릇의 안쪽에 설치되어 있다. 성(sexuality)의 
공간성과 시간성은 가족, 집의 연장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 반투명한 재료들이 서로 같이 섞이며, 
동시대의 프라이버시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서로 
교환한다. 

도움주신 분: 김민수 (컴퓨터 공학)

2 이재은
[쓰는 산조] (1channel, HD Video, 6' 16'', 2018)
[추는 산조] (HD Video, 5' 30'', 2018) ※순차상영
[부는 산조] (HD Video, 4' 35'', 2018) ※순차상영

‘악기를 불면 바람과 파도가 잔다’는 작년부터 이어진 장인 
리서치의 연장선으로, 광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대금산조를 들으며 경험한 감각에 집중한다. 대금산조는 
무의식 (巫儀式)에서 무당이 무가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 
연주하는 시나위가 독주 기악곡의 면모를 갖추며 발전
되었다. 연주할 때마다 가락의 기둥은 두고 매번 달리 
연주하는 즉흥성과 긴 호흡, 음의 높낮이, 농음 (음의 
장식법)과 같은 관악기 대금의 구성 요소를 신체 감각에 
공유하고, ‘보는 소리’와 ‘몸으로 느끼는 소리’로 안무 
된다. 무용 외 시간 매체는 어떻게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지 
연구하는 과정으로 청각의 시각화, 신체화함으로써 산조를 
새롭게 기록한다.

도움주신 분 : 신선민(전남대 국악과 동대학원 졸업, 중요무형문화재 제
20호 대금정악 이수자), 김보경, 안토닌 (퍼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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