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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Introduction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이 15회를 맞이했다. 15회는 늘어난 규모만큼 두 개의 기획전, 공모

를 통한 선정작품들과 특별전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획전은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

발의 기조인 지역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전제로, 12회 서평주 · 김효영, 13회 조은비, 14회 김한량

에 이어 올해는 침묵의 폭력성에 대해 다루는 한수정 큐레이터의 《무향실(無響室)》과 도시와 이 

세계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한 강주영 큐레이터의 《가장 바깥의 원》이 준

비되어 있다.

올해 공모 부문에는 역대 최대인 총 29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총 6편이 경쟁 부문

에 올랐으며, 그중 수상작인 호프 터커의 <What Travelers Are Saying About Jornada del 

Muerto>과 5편의 경쟁작 - 강예솔 <로봇이 아닙니다.>, Clare Chun-yu Liu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Ezra Wube <A True Fairytale>, Ian Haig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Miguel Rozas <THE STATE> - 을 선보이게 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해외에서 점점 많은 수의 작품이 출품(260여편)되고 있으며, 그 국가들도 특정 지역을 가

리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공모 출품작 중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시위의 모습들, 정치적 상황을 포착한 작품들

이 많았는데, 경쟁 부문에 오르지 못한 작품 중에서도 소개할만한 가치가 있는, 동시대의 상황

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과 일종의 연대의 의미를 포함해 특별전 《동시대:세계》를 기획했다. 특

별전 《동시대:세계》에서는 Chung Hong IU의 <暴動之後, 光復之前(폭동 이후, 해방 이전)>, 

Martin Emiliano Diaz의 < El atardecer(The Sunset)>, Vado Vergara의 <Ate Que Meus 

Dedos Sangrem(Until My Fingers Bleed)>, Vishal Kumaraswamy의 <Azaadi, Meherbaani 

Se(Freedom, From Kindness)>를 소개한다.

또한 초청 특별전 [동시대:한국]에서는 홍진훤 작가의 <melting icecream>을 소개한다. 

<melting icecream>은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필름을 복원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한국의 민주

화운동과 이후 비정규직 운동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도깊은 심사를 진행해주신 경남도립미술관 김재환 학예사, 부산현대미술관 김

태인 학예사와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기획전을 담당한 한수정 큐레이터, 강주영 큐레이터를 비

롯해 류빈 님, 김윤호 님 등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부산국제비디오페스티발 운영단 드림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BIVAF) is celebrating its 15th edition. This 

year's festival consists of two curated exhibitions, selected works through an open 

submission, and two special exhibitions with an increased scale. Collaboration with 

local curators, which is the basic direction of BIVAF, was carried out with co-curators 

Sujeong Han and Joo-Young Kang this year, following Hyoyoung Kim and Pyoungjoo 

Seo in the 12th, Eunbee Jo in the 13th, and Hanryang Kim in the 14th. Sujeong Han 

presents 《Dead Room》, an exhibition about the violence of silence, and Joo-Young 

Kang presents 《Edge of the concentric circles》 which focuses on the stories of those 

who circle the edge of this world.

This year, 290 works, the largest ever, were submitted, and six films were selected. 

Prize-winner is <What Travelers Are Saying About Jornada del Muerto> by Hope Tucker, 

and we present five competitive works; < I'm not a robot.> by KANG Yesol,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by Clare Chun-yu Liu,  <A True Fairytale> by 

Ezra Wube,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by Ian Haig, <THE STATE> by Miguel 

Rozas. It is noteworthy that an increased number of works (260 works) from abroad 

have been submitted, and the countries are also diversifying regardless of the region.

One more thing to mention is that there were a lot of works recording the political 

situation and protests from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among the works not 

included in the selection, we organized a special exhibition 《Contemporary:The World》 

as a means of support. In the special exhibition 《Contemporary:World》, we present 

<After the riot, before the liberation> by Chung Hong IU, <El atardecer(The Sunset)> 

by Martin Emiliano Diaz, <Ate Que Meus Dedos Sangrem(Until My Fingers Bleed)> 

by Vado Vergara, and <Azaadi, Meherbaani Se(Freedom, From Kindness)> by Vishal 

Kumaraswamy.

The invited special exhibition 《Contemporary:Korea》 presents <melting icecream> 

by Jinhwon Hong. <melting icecream> follows the process of restoring films shot 

during the democratic movement and focuses on the conflict in Korea between th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struggle of non-regular workers afterward.

Finally, we are sincerely grateful to the judges, Kim Jaehwan (Curator of Gyeongnam 

Art Museum), and Kim Taein (Curator of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who 

conducted the in-depth review. In addition, we also thank co-curators Sujeong Han and 

Joo-Young Kang, who were in charge of the exhibition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Team BIV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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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무향실(無響室) Dead Room Nira Pereg (Israel)

Shimon Attie (USA)

Emilija Skarnulyte (Lithuania)

니라 페렉 (이스라엘)

시몬 아티 (미국)

에밀리아 슈카르눌리테 (리투아니아)

Knutte Wester (Sweden)

Meira Ahmemulic (Sweden)

Jesper Nordahl (Sweden)

Jonas Dahlberg (Sweden)

Knut Åsdam (Norway)

Nanna Debois Buhl (Denmark)

크누테 베스테르 (스웨덴) 

메이라 아메물릭 (스웨덴)

예스페르 노르달 (스웨덴)

요나스 달베리 (스웨덴)

크누트 오스담 (노르웨이)

난나 데보아 불 (덴마크)

Edge of the 

concentric 

circles

가장

바깥의 원

Curated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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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사전적 정의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음'이다. 소리와 침묵은 일견 서로의 

개념적 대립항인 듯 보인다. 그러나, 소리를 침묵과 실제로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언제

나 실패한다. 존 케이지는 무향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소리와 침묵, 주관과 객관, 의도

와 비의도의 이분법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한다. 그가 객관적으로 아무런 소

리도 없어야 할 무향실에서 들은 소리는 듣는 주체인 자기 자신의 소리였다. 소리 아니

면 침묵의 이항대립이 사라지고, 제 3의 소리 - 듣는 이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소리 - 가 남는다.

 오늘날 전쟁은 제 3의 소리처럼 계속된다. 종식된 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전쟁이며, 

현대사회의 전쟁은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국가간의 전면전이 아닌, 집단 간의 

국지전의 형태로 벌어지는 이 새로운 전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항적 질서체계

의 해체이다. 전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성취였던 전투원과 비전투원 사이의 구별이 

허물어지고, 전쟁과 평화 사이의 분명한 구분도 무너졌다. 전쟁 아니면 평화, 국가 간 

전쟁 아니면 내전, 제 3항은 없던 체계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전쟁도 평화도 아

닌' 이러한 제 3의 평화 - 살아남은 이들의 평화 -는 낮은소리와 높은소리로 계속된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듣는 이가 있는 한 계속 될 것이다.

 니라 페렉의 <67 Bows>는 - 동물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만들어

진 작품이다. 동물원에서 67번의 총성이 울려퍼지는 동안, 홍학들은 경례를 하듯 고개

를 숙이는 독특한 행동을 보인다. 이 작품은 강렬한 총성으로 관객에게 즉각적으로 전

쟁을 연상시키며, 소리와 전쟁/침묵과 평화의 이항 중 명백히 한 항을 보여주는 듯 하

다. 이스라엘 출신인 작가의 배경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설득력있어 보인다. 그러나 

반복되는 67번의 총성속에서, 우리는 총성 그 자체가 아닌 총성 직전의 침묵에도 반응

하는 홍학의 행동을 목격한다. 총성 직전의 침묵에도 몸을 움찔거리는 홍학의 모습을 

보며, 실제로 폭력이 행해지지 않는 침묵의 순간에도 홍학에게 계속해서 가해지는 폭

력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 3의 평화 – 혹은 제 3의 전쟁 – ß을 떠올리게 한다. 

무향실(無響室)

공학적 목적으로 최대한 조용히 만든 방을 무향실(無響室, Dead Room)이라 하는데, 여섯 

개의 벽면이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방에서는 소리의 반향이 일어나지 않는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교 무향실에 들어간 나는 두 가지 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높은 소리, 하나는 낮

은 소리였다. 담당 엔지니어에게 설명하자 그는 높은 소리는 내 신경계가 작용하는 소리, 

낮은 소리는 내 혈액이 순환하는 소리라고 알려주었다. 죽을 때까지 소리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죽은 후에도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존 케이지, <사일런스>, 8p

한수정 

 시몬 아티의 <The Crossing>은 난민들을 배우로 기용한 작품이다.  배우들은 내

전을 피해 유럽으로 갓 정착하였으며, 연기 경험이 전무했다. 카메라는 느리게 이동하

며 천천히 배팅하는 배우들의 무표정한 표정을 포착한다. 실제로 생명을 '걸고' 탈출한 

이들에게 가상의 '배팅'을 이끌어내며 아티는 은유적으로 진실에 접근한다. 이 작품에

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침묵이다.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청

각적 침묵은 물론이고, 그 누구의 표정도 읽어낼 수 없는 시각적 침묵 또한 지속된다. 

그리고 이 침묵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침묵 속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내기가 

진행될 수록 한명씩 소리없이 사라진다.  오로지 그들의 운명의 룰렛판이 돌아가는 소

리만이 화면을 압도하는 이 조용한 폭력은 난민들이 처한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에밀리아 슈카르눌리테의 <Aldona>는 작가의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전쟁의 단면을 직접 보여주는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이 냉전 종

식의 직간접 원인이 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최악의 원

전 사고로 꼽히는 체르노빌 사건의 피해자인 그녀의 일상은 우리의 그것과 별로 다르

지 않다. 우리는 그녀가 능숙하게 손을 씻고, 과일을 깎고, 산책하는 모습을 천천히 바

라보며 그녀의 일상이 익숙한 평화로움을 되찾기 이전의 삶을 상상해보게 된다. 소비

에트 시절 영웅들의 동상이 있는 공원을 산책하며 동상을 어루만지는 알도나의 손길

은 마치 용서를 담은 듯 부드럽고 조심스럽다. 

알도나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매체인 라디오에 나오는 동화의 내용은 자못 의미

심장하다. 자신을 배신하고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하는 공주에게 어부는 설명을 요구하

지만, 공주는 침묵한다. 무표정하게 침묵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비추며 주어지는 이 이

중의 침묵은 알도나가 감내해야 했던 폭력의 결과를 상기시킨다. 전쟁은 끝났으며 그

녀는 살아남았으나, 폭력은 결과로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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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inition of silence is ‘being quiet without speaking’. At a glance, sound 

and silence seem to be conceptual opposites. However, attempts to separate 

sound from silence always end in failure. John Cage confesses that in the dead 

room, he experienced a disappearance of the dichotomy of sound and silence,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nd of intent and non-intent. The sounds that 

he heard in the dead room which was supposed to be objectively soundless 

were the sounds of himself - the listening subject. The binary opposition of 

sound or silence is gone, and a third sound – the sound that never goes away as 

long as the listener is there – is left.

Today, war continues like the third sound. It is only war in the conventional 

sense that has come to an end, and the war of comtemporary society persists 

in a new form.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this new war, which is taking the 

form of local skirmishes between groups rather than all-out battles between 

nations, is the deconstruction of the binary system of order. The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ime of war, is falling apart, as is the clear 

line between war and peace. War or peace, international war or civil war, 

systems without a third side no longer serve any function. This third kind of 

peace that is ‘neither war nor peace’ - the peace of the survivors – continues 

in low and high sounds. As long as there is someone listening, it will continue 

even after we’re gone.

<67 Bows> by Nira Pereg is a film made through continuous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at a zoo. While 67 gunshots are fired at the zoo, flamingos 

exhibit a peculiar behavior of lowering their heads as if bowing. 

This work brings the image of war to the minds of the audience with 

piercing gunshots, and seems to clearly display one side of the dichotomy 

of sound and war / silence and peace. This seems more convincing when we 

consider the Israeli background of the artist.

Dead Room

A room that has been made as quiet as possible for engineering purposes is called a 

dead room, and in this room where the six walls have been made with a special material, 

sounds do not reverberate. A few years ago, when I was inside a dead room at Harvard, I 

heard two sounds. One was high-pitched, and one was low-pitched. When I described this 

to the engineer in charge, he explained to me that the high-pitched sound was the sound 

of my nervous system operating and the low-pitched sound was the sound of my blood 

circulating. Sounds will not leave me until I die. And sounds will continue after I die.

John Cage, <Silence>, 8p

Han Su Jeong

But amidst the 67 reiterating gunshots, we observe the flamingos 

responding to not just the gunshots themselves, but also to the silence 

before the gunshots. The sight of the flamingos flinching during the silence 

before the gunshots tells us that even in the moments of silence when no 

actual violence is being done, the flamingos are still suffering from violence. 

What we are living today is neither war nor peace, but a third kind of peace – 

or a third kind of war.

<The Crossing> by Shimon Attie is a film where refugees were hired as 

actors. The camera moves slowly and captures the expresionless faces of the 

actors slowly placing their bets. By bringing out virtual ‘bets’ from people who 

actually ‘bet’ their lives to escape, Attie approaches the truth metaphorically.

The most distinguishing feature of this film is silence. In addition to the 

auditory silence of no one speaking during the running time, a visual silence 

persists where it is impossible to read anyone’s face. And this silence is 

far from peace. Their fates are decided in this silence and calm, and they 

disappear one by one as the bet progresses. This quiet violence where only 

the sound of the roulette of their fate spinning overwhelms the screen in 

silence bluntly showcases an aspect of the war that the refugees face.

Lastly, <Aldona> by Emilija Skarnulyte is named after the director’s 

grandmother. deals with the Chernobyl accident that resulted in the end of 

the Cold War. Despite being a victim of the Chernobyl accident, known as 

the worst nuclear accident in history, her everyday life is not much different 

from ours. As we slowly watch her adeptly wash her hands, peel fruits, and 

take promenades, we come to imagine her previous life when it must have 

been like war, before her daily life returned to its familiar peacefulness. When 

she walks through the park containing statues of heroes from the Soviet age 

and touches the statues, her touch looks soft and careful, as if conveying 

forgiveness.

The children’s tale coming from the radio, which is the only media that 

Aldona can enjoy, is rather significant. The fisherman demands an explanation 

from the princess who betrays him and marries the prince of a neighboring 

country, but the princess remains silent. As Aldona’s expressionless silence is 

portrayed on the screen, this double silence reminds us of the violence that 

Aldona had to endure. This is the aspect of violence that continues despite 

the appearance of a peaceful daily life. The war is over and she survived, but 

the violence remains as a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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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페렉의 작품은 다큐멘터리적으로 자신만의 ‘놀이’ 

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페렉은 종종 사건을 

본래의 것으로부터 낯설게 보이게 만드는 설치로 전시 

공간 내에서 사건을 재현한다. 이 특별한 미적인 중개는 

"있는 그대로"와의 지속적인 불화를 강조한다.

 

20년동안 페렉의 작업은 이론과 현실, 그리고 정신과 

물질간의 관계로 부터 나오는 질문들을 다루었다. 그녀

의 작업은 행동의 매커니즘을 밝히는 동시에 질문을 던

진다. 행동의 매커니즘은  윤리학적, 이데올로기적, 종

교적, 지정학적 경계에 모두 걸쳐있다. 이 경계의 공간

들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 구조의 사회적 표현

에 대한 페렉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한

다. 

그녀의 작업은 세계적으로 전시되었고, 파리 퐁피두 센

터, 뉴욕 PS1,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유수의 미술관에 소

장되어 있다. 그녀는 현재 텔아비브에서 작업하고 있다.

Nira Pereg’s multichannel video installations 

challenge the  status quo of any territory she 

immerses herself in. She anchors her work in 

documentary practice, developing her own “play 

of resolutions''. Pereg often employs multi-

channel presentations which both estrange the 

events from their origin, and “reenact” them within 

the exhibition space. This particular aesthetic 

intervention heightens a constant discomfort with 

“the way things are”. 

Over the past 20 years Pereg’s work dealt with 

questions that emerge from the unavoidable 

synergy of spirit and matter, theory and practice.

Her work both reveals and questions behavioural 

protocols, as they coexist in liminal spaces of 

geopolitical, religious, ideological and ethical 

importance. These border zones serves as a 

platform for Pereg’s interest and involvement in 

the social manifestations of power structures 

which influence our lives.

  Her work has been exhibited worldwide, and is 

represented in the collections of many museums, 

including the Center Pompidou Paris, PS1 New  

York, Hirshhorn Museum USA, ZKM Karlsruhe, The 

Israel Museum, Jerusalem, Tel Aviv  Museum of 

Art, The national Gallery of Canada, .Princeton 

University and TATE modern, London.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Tel Aviv.

니라 페렉

Nira Pereg01

<67 Bows>, 2006, 단채널 비디오, 5분 51초. 67 Bows, 2006, Single-Channel video, 5 min. 51 sec., loop.

67 Bows

67번의 경례



기획전 1 무향실(無響室) Project Exhibition 1 Dead Room

15 

독일 카를루스 동물원을 방문하여 영감을 얻은 

<67 Bows(67번의 경례)>는, 감상자의 불안을 조성한

다. 이 작품을 위해 페렉은 동물원의 플라밍고 무리를 

관찰하는데에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집단 행동이 기대

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새들 각각의 특정한 행동을 

발견하였다.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통해 그녀는 이 이국

적인 동물이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한 풍

성한 클로즈업 샷을 보여준다. 새의 꽥꽥거리는 소리들 

위로, 그녀는 간헐적인 자극적 사운드를 추가하여 인간

이 그들의 평화로운 영역을 교란시킴을 보여준다. 이 결

과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67 Bows” (2006), inspired by the artist’s visits 

to the Karlsruhe Zoo in Germany, demonstrates 

that transformation with disquieting effect. For 

this piece, Pereg spent time studying a flock of 

the zoo’s flamingos. She discovered particular 

qualities in the behavior of individual birds by 

setting up situations in which group responses 

were expected. Employing various camera angles, 

the artist offers sumptuous close-ups of these 

exotic animals calmly going about their instinctual 

business. Over the muffled noise of the birds’ 

squawks and clucks, she adds a provocative 

soundtrack of intermittent, startling noises, 

implying human disturbance of their peaceful 

realm. The result evokes a sense of suspense 

in the viewer, while calling in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what is seen and heard.

<67 Bows>, 2006, 단채널 비디오, 5분 51초. 67 Bows, 2006, Single-Channel video, 5 min. 51 sec., loop.

67 Bows

67번의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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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아티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트랜스 미디어 작업으

로, 렌즈 기반의 설치 미술과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 또는 다중 채널의 거대

한 비디오, 다중 매체 설치, 예술 사진, 사회적 실천, 조

각, 퍼포먼스, 공공 프로젝트 등이다. 그의 작업 중 상당

수는 공개된 장소에 전시되었으나, 또 어떤 것들은 전통

적인 장소인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그의 작품은 현대의 매체들이 어떻게 공간, 시간, 그리

고 자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재생산 되는가를 탐구

하며, 보이지 않는 것, 잊혀진 것, 지워진 역사 등에 형

체를 부여하는 장소특정적 설치작업 또한 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소외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지역 사

회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역사와 기억, 현재와 잠

재된 미래를 대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한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파리 퐁

피두 센터 등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My  artistic practice may best be described 

as trans-media in nature, combining primarily 

lens-based practice with Installation art.  More 

specifically, my work spans creating single and 

multiple channel immersive video and mixed media 

installations, art photography, social practice, 

sculpture, performance and public projects. Many 

of my works are conceived for public sites, while 

others are created for more traditional venues 

such as art museums and galleries. Broadly 

speaking, much of my work explores how a variety 

of contemporary media may be used to re-

imagine new relationships between space, time, 

place, and identity. More specifically, some of 

my practice involves creating site-specific media 

installations that give visual form to invisible, 

forgotten or erased histories and/or communities 

in the physical landscape of the present.  While 

in other works, I engage local communities which 

have been marginalized and/or traumatized, to 

find new ways of representing their history and 

memory, present and potential futures.

시몬 아티

Shimon Attie

<The Crossing>, 2017, 단채널 비디오, 7분 59초.
샌프란시스코 캐서린 클락 갤러리, 뉴욕 잭 샤인먼 갤러리 제공.

The Crossing, 2017, Single channel Video with 4.1 sound, 7 min. 59 
sec., Running time, Shimon Attie, Courtesy of Catharine Clark Gallery, 
San Francisco and Jack Shainman Gallery, New York.

The Crossing

더 크로싱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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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아티의 <The Crossing(더 크로싱)>은 우아하게 

차려입은 일곱명의 젊은 남녀가 카지노에서 룰렛에 몰

두하는 장면을 천천히 펼치는 일종의 회화(tableaux)이

다. 

일곱명의 남녀는 시리아 난민으로, 최근에 유럽에 정착

하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고작 몇 주전 지중해를 뗏목

으로 건너왔으며, 공연이나 연기 경험이 전무했다.

더 크로싱에서 펼쳐지는 이 형이상학적 이야기는 참여

자의 개인적인 망명과 탈출의 경험에 기반해있다. 그들

이 룰렛판에 둘러앉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그

들은 정신적으로 부재한다 - 그들의 무표정한 표정, 느

린 움직임, 그리고 침묵이 그들의 운명의 잔인함을 상기

시킨다.  영상 내내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으나 사운드 

트랙은 변화 하는데, 때로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나 불안

한 심장 박동, 룰렛 공의 튕기는 소리나 테이블 매트 위

의 손톱을 움켜쥐는 소리가 전달된다. 오로지 카메라와 

룰렛의 움직임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참여자는 천천

히 기계적으로 "내기를 거는" 자세를 취한다. 장면이 지

날때마다, 한 사람씩 아무런 흔적이나 설명도 없이 사라

진다. 영상이 끝날 때 쯤,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죽거나 살아서 남겨진 수천 명의 생존 기념비일 

것이다. 아티는 현대 미술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민자들

이 위기의 시기에 문자 그대로 그들의 삶을 위해 도박을 

하도록 강요 받는 특별한 위험을 반성하게 한다.

Shimon Attie’s The Crossing unfolds as a series of 

slow-moving tableaux in which a group of seven 

elegantly dressed young men and women are 

inside a casino engrossed in a game of roulette. 

The seven players are Syrian refugees who have 

recently arrived in Europe, many on rafts over the 

Mediterranean just weeks before the filming with 

no performing or acting experience. 

The metaphorical tale that unfolds in The Crossing 

is based on the participants’ individual experiences 

of exile and flight. While they appear physically 

present during the rounds of roulette, they are 

mentally absent—their deadpan expressions, 

slow movements, and silence evoke the brutality 

of their fate. No words are spoken throughout 

the film, and the soundtrack varies, sometimes 

conveying stormy seas or the pounding of an 

anxious heartbeat, at others, the ricochet of the 

roulette ball or gripping fingernails onto the table 

mat. Each participant holds a static pose, with 

the only movements coming from the camera, 

the spinning roulette wheel, and the participants 

themselves as, one by one, they slowly and 

robotically “place their bets.” With each passing 

tableau, one person disappears from the game 

without a trace or explanation. By the film’s end, 

only one participant remains, perhaps a living 

monument to the thousands who have been left 

behind, dead or alive. Attie has stated that The 

Crossing uses the language of contemporary art 

to reflect on the extraordinary risks migrants are 

forced to take in times of crisis, literally gambling 

for their lives.

<The Crossing>, 2017, 단채널 비디오, 7분 59초.
샌프란시스코 캐서린 클락 갤러리, 뉴욕 잭 샤인먼 갤러리 제공.

The Crossing, 2017, Single channel Video with 4.1 sound, 7 min. 59 
sec., Running time, Shimon Attie, Courtesy of Catharine Clark Gallery, 
San Francisco and Jack Shainman Gallery, New York.

The Crossing

더 크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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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아 슈카르눌리테는 리투아니아 출생의 작가이자 

영화제작자이다. 그녀는 다큐멘터리와 환상 사이에서 

작업하며, 우주, 지질학에서 생태, 정치에 이르기까지 

깊은 시간과 보이지 않는 구조를 탐구하는 영상과 설치

물을 만든다.

그녀의 작품에서, 그녀의 눈먼 할머니는 풍화된 소련 독

재자들의 동상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중성미자 검출

기와 특정 충돌기는 다른 세계의 구조로 우주를 측정하

기도 한다. 또한 포스트 인류는 북극권 위의 해저 터널

을 헤엄치고 중동 사막의 지각 단층선을 기어 다닌다.

슈카르눌리테는 제 22회 트리엔날레 디 밀라노에 리투

아니아 대표로 참가했으며, 2018년 베니스 건축 비엔

날레에서 발트 파빌리온에 선정되었다. 테이트 모던, 빌

니우스 국립 미술관, 덴 프리, 쿤슬러하우스 등에서 개

인전을 가졌으며 볼룸 마르파, 서울시립미술관, 카디스

트 재단 등에서 단체전을 가졌다. 그녀의 영상은 IFA, 카

디스트, 퐁피두 센터 등에 소장되었다. 그녀는 노르웨이 

트롬쇠에 위치한 아날로그 영화 그룹인 폴라 필름 랩의 

설립자이자 공동 연출자이다.

Emilija Škarnulytė is an artist and filmmaker. 

Working between documentary and the imaginary, 

Škarnulytė makes films and immersive installations 

exploring deep time and invisible structures, from 

the cosmic and geologic to the ecological and 

political. Her blind grandmother gently touches the 

weathered statue of a Soviet dictator. Neutrino 

detectors and particular colliders measure the 

cosmos with otherworldly architecture. Post-

human species swim through submarine tunnels 

above the Arctic Circle and crawl through tectonic 

fault lines in the Middle Eastern desert.

Winner of the 2019 Future Generation Art 

Prize, Škarnulytė represented Lithuania at the 

XXII Triennale di Milano and was included in 

the Baltic Pavilion at the 2018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With solo exhibitions at Tate 

Modern (2021), Den Frie (2021), National Gallery of 

Art in Vilnius (2021), and Kunstlerhaus Bethanien 

(2017),  she has participated in group shows 

at Ballroom Marfa, Seoul Museum of Art, etc. 

Her numerous prizes include the Kino der Kunst 

Project Award, Munich (2017); the National 

Lithuanian Art Prize for Young Artists (2016). Her 

films are at IFA, Kadist Foundation and Centre 

Pompidou collections and  have been screened at 

the Serpentine Gallery, UK, the Centre Pompidou, 

France. She is a founder and currently co-directs 

Polar Film Lab, a collective for analogue film 

practice located in Tromsø, Norway.

에밀리아 슈카르눌리테

Emilija Skarnulyte

<Aldona>, 2013, 단채널 비디오, 16mm, HD, 13분. Aldona, 2013, Film, 16mm, HD, 13 min. 

Aldona

알도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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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봄, 알도나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의 시

신경은 독에 중독되었는데, 의사는 아마도 체르노빌 원

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때문일 거라고 했다. 이 영상은 

알도나의 일상을 따라 그루타스 공원을 간다. 그루타스 

공원은 리투아니아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인 드루스키

닝카이 근처에 있는, 소비에트 시대의 조각상들이 있는 

공원이다. 기념비적 조각상들을 그녀의 주름진 손으로 

읽어내며, 그녀는 용서와 부드러움의 손짓으로 과거와 

현재를 어루만진다. 눈먼 예언자는 오래된 도상이다. 그

들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때

로 더 본다. 

In the spring of 1986, Aldona lost her vision and 

became permanently blind. The nerves in her 

eyes were poisoned. Doctors claimed that it was 

probably due to Chernobyl’s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the film we follow Aldona on her 

daily journey to Grūtas Park, a sculpture garden 

of Soviet-era statues and relics near Druskininkai 

in the southwest of Lithuania. By reading the 

wrinkled surfaces of the monumental sculptures 

with her hands, she touches both the past and the 

present: a gesture of forgiving and tenderness. 

The blind seer is an old archetype. They are blind, 

yet they can see more than we can.

<Aldona>, 2013, 단채널 비디오, 16mm, HD, 13분. Aldona, 2013, Film, 16 mm, HD, 13 min.  

Aldona

알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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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깥의 원

강주영

하나의 도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타 대도시와 같이 스칸디나비아의 도시들은 

그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꾸준히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북유럽의 도시 확장은 엘리트 

계층의 이주 노동자부터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배경의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

들인다. 둥글게 열린 북유럽의 도시들은 많은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도시의 새로

운 구성원들은 외곽에 자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는 동심원의 구조를 갖추게 되

는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이러한 동심원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다보

면 하나의 원일지 몰라도 그 단면은 피라미드와 같다. 가장 중심의 원이 최상부에, 바

깥으로 갈수록 그 밑에 자리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의 도시 안에서 각기 다른 

원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는 거주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직장, 주

변의 이웃들을 통해 심화된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여 같은 세계에서 사

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원들은 닫혀있다.

둥글게 둥글게, 동심원의 중심에는 여러 원에 겹겹이 둘러싸여 평온하고 안전한 삶

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바깥의 원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중심으로 진

입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원의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는 중심원의 자전 속도조차 

버겁다. 스스로가 몇 층의 원에 속하는지 자각하지 못했다면, 이미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바깥의 원》에서는 북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6명의 작업을 통해 동심원 형태의 도시와 세계의 단면을 드러낸다. 각

각의 작업은 서로 다른 원과 사람들에 대한 관찰기이다. 난민, 경계, 개발 원조, 아주 먼 

과거의 식민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작가들은 동심원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이들의 이

야기에 주목한다.

크누테 베스테르의 <Where the border runs>에서는 미등록 난민 소년이 인식할 

수 없는 경계를 보여준다. 저 호수 너머에, 저 집들을 따라서 있다는 국경은 눈에 보이

지 않고, 유창한 스웨덴어를 구사하는 소년은 자신이 머물도록 허락된 곳과 그렇지 않

은 곳의 너무나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무의미한 정지 표지 앞에서 소년은 

발걸음을 돌려 흙바닥을 가리킨다.

요나스 달베리의 <Notes on a Memorial>은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와 

우퇴위아에서 발생한 테러의 희생자를 위한 국립 추모관 건립 공모에 선정된 그의 프

로젝트에 관한 기록이자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작가의 공개적인 답변이다. 노르웨

이 공공예술청이 선정한 프로젝트를 본 누군가는 그의 계획이 너무 폭력적이며, 자신

들은 매일 그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은 같은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분열된 시각을 드러낸다. 구현되지 못한 프

로젝트는 작가의 본래 의도에 가장 충실하게 적절한 추모의 방식과 테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낸다.

예스페르 노르달은 <The Swedish Camp>에서 스리랑카에서 보낸 자신의 유년 

시절을 호출해 현재의 관점에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즐거운 순간이 가득 담겨있

는 홈비디오는 현재의 황폐해진 코트말레의 풍경과 대비되고, 코트말레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TV 뉴스는 지금의 코트말레를 예언하는 듯하다. 개발 원조를 가장한 댐 

건설은 식민주의의 현재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지만, 동시에 35년이 넘는 시간이 지

난 시점에서 황폐화된 지역과 스웨덴의 거대 건설회사를 연결하는 일은 아득하다.

난나 데보아 불은 <Looking for Donkeys>를 통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세인트 

존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섬을 배회하는 당나귀와 어우러진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지

만, 당나귀들은 여전히 18세기 덴마크 식민 지배의 희미한 그림자이다. 카메라를 통해 

인간의 존재가 제거된 당나귀들은 쓸모를 다 한 채 버려진 듯하지만 동시에 덴마크와 

미국령을 거치며 만들어진 섬의 인위적 규율을 파괴하는 무법자 같은 존재이다.

메이라 아메물릭은 이민자 2세로 스웨덴에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작업 <Ett språk måste vinna(One Language Must Win)>에서 언어가 배제의 도구

로 기능하는 스웨덴 사회의 이면을 드러낸다. 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는 억양, 유창

도, 말하는 이가 선택하는 단어와 같은 내재적인 요소를 통해 ‘스웨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짓는 기준이 된다. 동시에 사회는 이곳을 따를 것인지, 본인의 

출신을 따를 것인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선 하나

의 언어는 패배하고 나머지 하나의 언어만이 승리한다.

크누트 오스담의 영화 <Murmansk/Kirkenes>는 솅겐 지역의 최북단인 노르웨이

와 러시아의 국경 지역을 조명한다. 영화 속 두 명의 군인이 등장하는 노르웨이의 소도

시 시르케네스는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은 곳이다. 시르케네스는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점령되어 무르만스크 전선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1944년 이후로는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경계하는 군인들의 굳은 표정과 달리 광

활한 툰드라의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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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누테 베스테르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영상, 조각, 설치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의 작업은 매체의 종류와는 무관

하게 주로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지니며, 때로는 집단적 

과정을 거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것이다. 그의 작업은 

사회에 대한 질문과 사회에서 결여된 것들을 다룬다.

19년 전, 그는 새로 생긴 난민 캠프로 스튜디오를 옮겨 

1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오픈 스튜디오의 다양한 프로

젝트를 진행했다. 창작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장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연결되었고, 이러한 작

업은 보육원의 아이들과 기념비를 만드는 <Monument 

without a home>,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대한 영화 

<A Bastard Child> 등으로 이어졌다.

My artistic practice includes film, sculpture, 

installation. Regardless of technique, there is almost 

always a documentary element, a specific place and 

a collective process. My work deals with questions 

about our society and the points where society falls 

short. It often takes shape in open processes where 

the artwork is created through collaborations. 

19 years ago, I moved my studio to a newly opened 

refugee camp, and ran a project with an open studio 

and lived there for one year. Many projects followed 

that in different ways involved other people and 

places in the creative process. In the sculpture 

project Monument without a home, a group of 

children at an orphanage make an unwanted 

monument, in the film A Bastard Child 800 

watercolors form a story about my grandmother's 

childhood in an undemocratic Sweden, in the 

videoinstallation Where the border runs a child tells 

us about a border he is not allowed to cross.

크누테 베스테르

Knutte Wester

스웨덴 어딘가의 진흙탕에서 미등록 난민 소년이 절뚝

거리며 경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마치 국경같이, 그 경

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경계를 넘어가

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소년은 4년 동안 

경계 지역에서 숨어 살았다고 말한다. 경계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

다.

An undocumented refugee limps about in a 

muddy field somewhere in Sweden and shows 

us a border. The border appears real, almost like 

a national border, and crossing it might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He tells us that he has 

lived inside the border for four years. There is 

something incomprehensible about the border, it 

seems taken out of nothing.

<Här är gränsen(Where the border runs)>, 2015, 비디오, 5분 39초. Här är gränsen(Where the border runs), 2015, Video, 5min. 39sec.

Här är gränsen 

국경이 이어지는 곳

Where the border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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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라 아메물릭은 스웨덴의 예술가이자 작가이다. 그

녀는 예테보리 대학의 발란드 아트 아카데미와 스리랑

카 콜롬보의 콜롬보 아트 아카데미에서 예술 교육을 받

았다. 이주 노동자 부모님을 둔 "이민자 2세"에 속한 작

가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 계급, 언어, 이민, 노동 및 인

종 차별에 대한 스웨덴 사회의 모순에서 주로 영감을 얻

는다.

Meira Ahmemulic is an artist and writer. She 

is educated at the Valand Academy of Art in 

Gothenburg and the Colombo Academy of Art. As 

a child of immigrant workers, she belongs to the 

“second generation” and often draws inspiration 

from her upbringing and the contradictions in 

Swedish society in terms of class, language, 

immigration, work, and racism

메이라 아메물릭

Meira Ahmemulic

<Ett språk måste vinna(One Language Must Win/

하나의 언어만이 승리한다)>는 사회적 이동이 제한된 

스웨덴 교외의 이민자들이 처한 폐소공포증적인 현실

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과 언어의 문제, 스웨덴어가 공

동의 가치와 '스웨덴인다운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배제

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은 스웨덴어가 교외의 젊은이들을 배척하며 사

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스웨덴어를 적대하는 

One Language Must Win describes the 

claustrophobic reality of a predominantly 

immigrant, Swedish suburb, where social mobility 

has stagnated. The video also deals with issues of 

power and language, how the Swedish language 

is used to keep people on the outside, to not 

involve them in the narratives of shared values 

and ”Swedishness”. These processes are also 

illustrated in the stories of how young people 

in the same suburbs turn against the Swedish 

language, just as it is used against them.

<Ett språk måste vinna(One Language Must Win)>, 2016, 단채널 비디
오, 사운드, 13분 16초.
제작지원: 칼마르 미술관.

<Ett språk måste vinna(One Language Must Win)>, 2016,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13 min. 16 sec.
Courtesy of Kalmar konstmuseum.

Ett språk måste vinna

하나의 언어만이 승리한다

One Language Must Win

05



기획전 2 가장 바깥의 원 Project Exhibition 2 Edge of the concentric circles

33 

예스페르 노르달

Jesper Nordahl

예스페르 노르달은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며 활동한다. 

그는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젠더, 권력, 

지식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문제를 탐구한다. 

2000년 스톡홀름의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하고 2006

년에서 2007년까지 뉴욕의 휘트니 ISP에 참여했다. 그

의 작품은 취리히의 Shedhalle, 스톡홀름의 Index와 

현대미술관, 뉴욕의 Artists Space, 그라츠의 Grazer 

Kunstverein, 스플리트의 Galerije umjetnina와 콜롬

보 아트 비엔날레, 예테보리 국제 비엔날레(GIBCA) 등 

전 세계 다양한 기관에서 전시되었다.

Jesper Nordahl lives and works in Stockholm. 

He uses video and various media to explor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here gender, power 

and knowledge production are central. Nordahls 

work has been shown internationally, including 

exhibitions at Shedhalle, Zurich; Index, Stockholm; 

Artists Space, New York; Moderna Museet, 

Stockholm; Grazer Kunstverein, Graz; Colombo 

Art Biennale, Colombo; GIBCA, Gothenburg; 

Galerija Umjetnina, Split. Nordahl graduated from 

The Royal Institute of Art in Stockholm in 2000 

and participated in the Whitney ISP in New York in 

2006-07.

The Swedish Camp

예스페르 노르달은 1980년대 초반 스리랑카 코트말레

의 댐 건설 사업에 참여한 스웨덴 기업 스칸스카의 직

원이었던 부모님을 따라 스리랑카 내의 스웨덴인 거주

지에서 생활했다. 그의 작업에는 80년대의 가족 홈비디

오, TV 클립, 시간이 흘러 황폐한 거주지를 재방문했을 

때의 녹화 영상이 뒤섞여있다. 이러한 사적 자료와 공적 

자료의 결합은 글로벌 기업을 행위자로 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Nordahl spent some years in the early 1980s in 

a Swedish residential area in Sri Lanka, where 

his parents worked for a company that built a 

dam. The video mixes family home-movies and 

television clips with recordings from his return 

visits to the now quite dilapidated residential area. 

The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material 

raises questions of colonialism and imperialism, 

not least when global corporations are the actors.

<The Swedish Camp>, 2019, 비디오 (HD, 16:9), 컬러, 사운드, 14분 49초. The Swedish Camp, 2019, Video (HD, 16:9), color, sound, 14min. 49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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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스 달베리는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이며 스웨덴 왕립예술학교의 교수이자 학제간 스튜디

오 ‘Of Public Interest’의 창립 이사이다. 그는 장소를 

분석하는 방법 및 공간의 정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영상 작업 시리즈로 잘 알려져있다.

그는 2004년 상파올로 비엔날레에 스웨덴을 대표하

며 참여했으며 50회 베니스 비엔날레, 2004부산비

엔날레, Prospect.2 New Orleans, 프랑크푸르트의 

Manifesta 4, 리스본 건축 비엔날레, 테살로니키 비엔

날레 등에 참여하였다.

Jonas Dahlberg is an artist based in Stockholm. 

He is a professor at the Royal Institute of Art 

in Stockholm and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interdisciplinary studio Of Public Interest(OPI). 

Jonas Dahlberg is known for his winning proposals 

for the memorials for the victims of the terrorist 

attacks in Oslo and Utøya on 22 July 2011. He is 

also known for his ongoing series of video works 

that have become his fundamental research in 

how to analyze sites and the politics of space.

Jonas Dahlberg has represented Sweden in Sao 

Paulo Biennal and was part of the 50th Venice 

Biennal as well as Busan Biennale, Prospect 2 in 

New Orleans, Manifesta 4 in Frankfurt, Lisbon 

Architecture Biennal and the Thessaloniki Biennale. 

He has exhibited in institutions such as Moderna 

Museet Stockholm, Kunsthalle Wien, Dundee 

Contemporary Arts, Kunsthall Charlottenborg, 

Gothenburg Konsthall , Tramway Glasgow, Leeum 

Museum Seoul, Kunstmuseum Bonn, Kunsthalle 

Sankt Gallen, Kunstmuseum Stuttgart, Kunsthall 

Trondheim and FRAC Bourgogne in Dijon.

요나스 달베리

Jonas Dahlberg

<Notes on a Memorial>, 2018,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7분 
55초.

Notes on a Memorial , 2018, Single Channel, HD video, Color, Sound, 
27min. 55sec.

Notes on a Memorial

추모관에 대한 기록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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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fternoon of July 22, 2011, a powerful car 

bomb exploded at the government headquarters in 

central Oslo, Norway. The bomb killed eight people 

and injured more than 30 others. The terrorist 

who carried out the bombing then traveled from 

central Oslo to the island of Utøya, in the municipality 

of Hole, where the youth association of the 

Norwegian Labor Party held a summer camp with 

approximately 560 attendees. There, he killed 69 

people and injured 66, most of them under the age 

of 20. His actions were politically motivated and 

his goal was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of social democratic leadership in 

Norway.

In 2014 Jonas Dahlberg was selected to create the 

national memorials to honor the victims of the 

terror attack in Oslo and Utøya on July 22, 2011.

The film ’Notes on a Memorial’ is made like a public 

answer to a debate and process that went on for 

3 years while working with the memorial sites. It is 

a document about the ideas behind the memorials 

but also about the process, debate and politics 

around the project, resulting in the cancellation of 

the planned memorials.

2011년 7월 22일 오후, 노르웨이 오슬로 중심의 정부 

청사에서 강력한 차량 폭탄이 폭발했다. 이 폭발로 8명

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폭탄 테

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는 오슬로 중심가에서 홀레 시

의 우퇴위아 섬으로 향했다. 당시 섬에서는 560여 명

이 참석한 노르웨이 노동당의 청소년 캠프가 개최 중이

었다. 우퇴위아 섬에서의 총기 난사로 69명의 사망자와 

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세 

미만이었다. 정치적 동기로 비롯된 테러의 목적은 노르

웨이에서 차세대 사회민주주의 지도부의 성장을 막는 

것이었다.

2014년 요나스 달베리는 2011년 7월 22일 오슬로와 우

퇴위아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를 위한 국립 추모관을 

건립에 대한 노르웨이 공공예술청의 공모에 선정되었

다.

<Notes on a Memorial(추모관에 대한 기록)>은 3년 

동안 추모관 조성계획을 둘러싼 토론과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으로서 만들어졌다. 추모관에 대한 

상반되는 여러 입장과 생각, 그리고 건립 취소로 이어지

는 과정에서의 토론, 정치에 대한 기록이다.

<Notes on a Memorial>, 2018,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27분 
55초.

Notes on a Memorial , 2018, Single Channel, HD video, Color, Sound, 
27min 55sec.

Notes on a Memorial

추모관에 대한 기록



기획전 2 가장 바깥의 원

39 

크누트 오스담은 노르웨이의 영화감독이자 설치미술

가, 조각가, 사진작가이다. 그는 미국 휘트니 ISP, 네덜란

드 얀 반 에이크 아카데미,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등의 

기관에서 공부했다.

그의 작업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현대 사회와 그로 인

한 심리적·물질적 효과 및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희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 사회

의 규범과 구조 내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욕망

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다. 그의 영화에서 주목할만한 점

은 공간·역사·장소에 대한 관심의 도입과 주체성 및 언

어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으로 생성된 다큐멘터리와 허

구가 결합된 서사이다.

그의 작품은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 뉴욕현대미술관, 테

이트 모던, 테이트 브리튼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기

관에서 전시되었다. 작가는 현재 동시대 유럽에 대한 두 

개의 장편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영화·공간·젠

더의 정치에 관한 글을 발간한 바 있다.

Knut Åsdam is a filmmaker, artist, writer, and 

professor of moving images. Åsdam studied at 

Whitney Museum Independent Study Program 

(NYC 94-95), Jan van Eyck Akademie (Maastricht, 

92-94), Goldsmiths College (London, 89-92), and 

more.

In cinema, video, and installation, the main interest 

of Åsdam’s work is contemporary society and its 

psychological and material effects and the toll 

of everyday life, e.g., how individuals adjust their 

identity and desires in reaction to the rules and 

organizations of contemporary society. 

The idiosyncrasy of Åsdam’s films is created by 

bringing attention to space, history, and place 

into film, combining this with an acute sense 

of subjectivity and language and his mix of 

documentary and fictional narrative elements 

driving the plot.

Åsdam´s work has been shown widely at i.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MOMA; 

Tate Modern; Bergen Kunsthall; Tate Britain; 

Boijmans van Beuningen Museum, Rotterdam; 

Venice Biennial; Kunsthalle Bern; Istanbul Biennial; 

FRAC Bourgogne; MACRO, Rome; Museum of 

Contemporary Art, Oslo; Manifesta7; Moderna 

Museet, Stockholm; NYC: and Muse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and several cinemas 

internationally. 

Upcoming exhibitions and projects include two 

feature film projects on contemporary Europe. 

Knut Åsdam’s articles on cinema and the politics 

of space and gender have been published widely.

크누트 오스담

Knut Åsdam

<Murmansk/Kirkenes (설치 버전)>, 2017-18, 3채널 비디오, 사운드, 21분.
크레딧: Knut Åsdam Studio, Oblique Institute, 콜렉티브 Pikene på Broen.
제작지원: Fritt Ord 재단, 노르웨이 공공예술청, 노르웨이 문화위원회 오
디오·비디오 기금, 노르웨이 영화 협회.

Murmansk/Kirkenes (installation version), 2017-18, 3 channel video 
with sound, 21 min.
Credit: Knut Åsdam Studio, Oblique Institute, Pikene på Broen. 
Supported by Fritt Ord, Norsk Kulturfond, Fond for lyd og bilde, Norsk 
Filminstitutt.

Murmansk/Kirkenes

무르만스크/시르케네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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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mansk/Kirkenes>는 노르웨이-러시아 국경과 솅

겐 지역 최북단 장벽을 둘러싼 긴장 지역에 주목한다. 

동시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영화는 두 개의 평행 서

사로 구성된다. 한쪽 편에는 노르웨이 시르케네스 외곽

에 있는 노르웨이 여군 두 명이, 다른 한 편에는 2차 세

계대전 당시 최전선이자, 무르만스크와 시르케네스 사

이 황량한 지역에 있는 기이한 기차역인 티토프카의 카

페에 있는 두 명의 러시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Murmansk/Kirkenes>는 두 편의 영화를 하나로 합

친 것이다. 노르웨이 부분은 물리적인 움직임, 혹은 대

화 없이 국경과 지형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한다. 영화는 

'지형', '경계'의 의미와 함께 '편집증적 시선'에 대한 질

문을 던진다. 러시아 부분은 배우들이 중심이 되는 영화

로, 인물들의 노동, 대화, 그리고 주인공들 사이의 떠도

는 관계에 집중한다. 두 영화 모두에서 사소한, 정치적

인, 개인적인, 일반적인, 의미 있는, 그리고 비어 있는 것 

사이에서 옮겨 다니며 계속 변화하는 지형의 의미를 발

견할 수 있다.

Murmansk/Kirkenes sets its spotlight on the tense 

area surrounding the Norwegian-Russian border 

and the Schengen area’s northernmost barrier. 

This is done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and 

the film has two parallel narratives following on 

one side two Norwegian female soldiers outside 

Kirkenes, and on the other two Russian female 

café workers in Titovka – a place mostly known 

as a frontline during the 2nd World War – but that 

today is a bizarre stopping-place, with café and 

bar, in the deserted area between Murmansk and 

Kirkenes.

Murmansk/Kirkenes is two films put together as 

one. The Norwegian part rest solely on physical 

movement, dialogue-less observation of the 

border and the terrain. It raises questions about 

what is ‘a terrain’, what is ‘a border,’ and when is 

a gaze a ‘paranoid gaze.’ The Russian part is an 

actor-driven film, mostly focusing on the work 

tasks, the dialogue, and the flo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characters. In the film, both 

work and terrain are shown as shifting roles 

between the trivial, political, personal, general, 

meaningful, and —empty.

<Murmansk/Kirkenes (설치 버전)>, 2017-18, 3채널 비디오, 사운드, 21분.
크레딧: Knut Åsdam Studio, Oblique Institute, 콜렉티브 Pikene på Broen.
제작지원: Fritt Ord 재단, 노르웨이 공공예술청, 노르웨이 문화위원회 오
디오·비디오 기금, 노르웨이 영화 협회.

Murmansk/Kirkenes (installation version), 2017-18, 3 channel video 
with sound, 21 min.
Credit: Knut Åsdam Studio, Oblique Institute, Pikene på Broen. 
Supported by Fritt Ord, Norsk Kulturfond, Fond for lyd og bilde, Norsk 
Filminstitutt.

Murmansk/Kirkenes

무르만스크/시르케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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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 데보아 불은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로, 시간을 초월하여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그녀는 물질에 관한 관심과 

주류 역사에 반하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식물, 

입자, 구름, 컴퓨터 메모리에 걸친 연구를 통해 과학적·

미학적·사변적 관점을 연결한다.

작가의 작업은 사진, 직조, 설치, 영상, 책, 장소 특정적 

공공예술 등으로 구체화되며, 이러한 매체에 대한 개념

적, 실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과거의 기술과 최신의 

기술을 결합해 작품의 주제와 표현 방식을 연결한다. 따

라서 그녀의 작업은 물질과 의미를 통한 사변적 시간 여

행과 같다.

작가는 현재 덴마크 왕립예술학교와 코펜하겐 대학교

의 Mads Øvlisen PhD 연구원이다. 그녀의 작업은 미국 

뉴욕과 플로리다, 스웨덴 룬드와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

하겐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전시되었다.

Nanna Debois Buhl is a Copenhagen-based visual 

artist whose practice draws connections across 

time periods and between micro and macro 

perspectives. Through studies spanning plants 

and particles, clouds and computer memory she 

connects scientific, aesthetic, and speculative 

perspectives in order to nurture attentiveness 

to materials and to tell counter-histories. Her 

work materializes as photographs, weavings, 

installations, films, artist’s books, and site-specific 

works in public space. She has a conceptual and 

experimental approach to her chosen media, and 

by combining historical and new technologies 

she connects what is addressed in her works to 

how they are made. Her practice can thus be 

considered to be speculative time travel through 

matter and meaning.

Buhl is a Mads Øvlisen PhD fellow in artistic 

practice at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and Copenhagen University, Denmark (2019-

22). She participated in The Whitney Museum’s 

Independent Study Program, New York (2008-

09) and received her MFA from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2006). Her work has been 

exhibited at institutions such as the Pérez Art 

Museum, FL; SculptureCenter, NY; Art in General, 

NY; The Studio Museum, Harlem, NY; El Museo del 

Barrio, NY; Bucharest Biennial 7, Romania; Lunds 

Konsthall, Sweden;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ARKEN Museum of Modern Art; Kunsthal 

Charlottenborg; Kunsthallen Brandts; Museum for 

Contemporary Art, Roskilde; and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nmark. 

난나 데보아 불

Nanna Debois Buhl

<Looking for Donkeys>, 2009,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6mm 필름 변환, 
15분.
사운드 협업: 조니 패로우, 페이크 말리노프스키.
보이스오버: 나야 마리 아이트.

Looking for Donkeys, 2009, Dual screen video installation with sound, 
16mm film transferred to HD, 15 min.
Sound in collaboration with Jonny Farrow and Pejk Malinovski.
Voice over: Naja Marie Aidt.

Looking for Donkeys

당나귀를 찾아서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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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존에는 400여 마리의 

야생 당나귀가 살고 있다. 1718년 덴마크는 세인트 존 

섬을 매입했으며, 1917년 미국에 팔리기 전까지 이웃한 

세인트 토마스와 세인트 크로이까지 소유했다. 당나귀

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짐을 나르는 용도로 18세기 덴

마크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세인트 존에 데려온 것이다. 

오늘날 섬의 대부분은 자연 보호 구역이다. 본래의 기능

을 상실한 당나귀들은 식민지 시대의 유령처럼 섬을 배

회한다. <Looking for Donkeys(당나귀를 찾아서)>는 

세인트 존에서 당나귀를 찾는 작가의 리서치에 따른 일

기 형식의 영상 에세이다.

There are approximately 400 feral donkeys on 

the island of St. John. Denmark bought St. John 

in 1718 and held the island and the neighboring 

islands St. Thomas and St. Croix until 1917, when 

they were sold to the United States. The donkeys 

were brought to the island by Danish colonizers in 

the 18th century to be used as beasts of burden 

at the sugar plantations. Today, most of the island 

is a nature preserve. Having lost their original 

function, the donkeys roam the island like ghosts 

of colonial times. Looking for Donkeys is a diaristic 

film essay mapping Buhl’s search for donkeys on 

St. John.

<Looking for Donkeys>, 2009,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6mm 필름 변환, 
15분.
사운드 협업: 조니 패로우, 페이크 말리노프스키.
보이스오버: 나야 마리 아이트.

Looking for Donkeys, 2009, Dual screen video installation with sound, 
16mm film transferred to HD, 15 min.
Sound in collaboration with Jonny Farrow and Pejk Malinovski.
Voice over: Naja Marie Aidt.

Looking for Donkeys

당나귀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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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Special Exhibition

Contemporary:

World

동시대:세계 Chung Hong IU (Hong Kong)

Martín Emiliano Díaz (Argentina)

Vado Vergara (Brasil)

Vishal Kumaraswamy (India)

청 홍 아이유 (홍콩)

마틴 에밀리아노 디아즈 (아르헨티나)

바도 베르가라 (브라질)

비샬 쿠마라스와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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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홍 아이유는 홍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감

독이다. 홍콩 중문 대학을 졸업하고, 홍콩의 비정부 단

체인 민간인권전선(Civil Human Rights Front)에서 일

한 작가는 사회 운동과 영화 제작, 두 가지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다. 2013년 국제앰네스티 홍콩을 위한 다큐멘

터리 <홍콩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길>을 연출했으며, 

단편 영화 <자율시대(2015)>를 통해 2015년 홍콩 프레

쉬 웨이브 국제단편영화제와 2017년 베를린 REC 영화

제에서 특별언급 상을 받았다. 또한 실험 단편 <폭동 이

후, 해방 이전(2020)>으로 제35회 일본 이미지 포럼 페

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청 홍 아이유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도 활동하며 런던, 로마, 아테네, 시카고의 

여러 갤러리에 전시에 참여했다.

Chung Hong IU is an independent film director 

based in Hong Kong. He graduated from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e worked 

in a NGO, Civil Human Rights Front. He has a 

vocation for social movement and film- making. 

He directed the documentary, Hong Kong's Road 

to the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for Amnesty 

International Hong Kong in 2013. His short film 

The Autonomous Era (2015) earned Special 

Mention in Fresh Wav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15 and REC Filmfestival Berlin 2017. His 

experimental short After the Riots, Before the 

Liberation (2020) earned the Award for Excellence 

in the 35th Image Forum Festival in Japan. He is 

also an amateur photographer. His photography 

works were exhibited in numbers of galleries in 

London, Rome, Athens and Chicago.

청 홍 아이유

Chung Hong IU

暴動之後, 光復之前(After the riots, before the liberation), 2020, 
Shooting, Film and digital, Digital, audio 5.1, 15 min.
Credit: Director/ Screenwriting/ Cinematographer/ Editing: Chung 
Hong IU.

暴動之後, 光復之前 

폭동 이후, 해방 이전

After the riots, before the liberation 

<暴動之後, 光復之前(폭동 이후, 해방 이전)>, 2020, 필름과 디지털로 촬
영, 디지털, 오디오 5.1, 15분.
크레딧: 감독/각본/시네마토그래퍼/편집: 청 홍 아이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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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시위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하나의 시

위가 끝날 때마다 거리 위의 물건들은 도시의 풍경을 바

꾸며,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된다. 벽의 그래피티, 나사

가 풀어진 난간, 벽돌, 방독면, 보호안경… 모든 사물은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우리의 믿음을 목격

한다.

나는 시위가 끝난 후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었다. 류

이창은 1968년 그의 누보로망 단편 「Roit」에서 사물들

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물을 화

자로 설정해 우리에게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도

록 한다. 동시에, 서로 다른 화자 간 대화와 토론이 진행

된다.

홍콩인들에게는 역사에서 가혹한 시기이다. 나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극영화나 다큐멘터리로는 말할 수 없기

에 에세이 영화의 형식을 택하였다. “영화는 1초 동안, 

24번의 진실이다.” (<작은 병정>, 장 뤽 고다르) 어쩌면 

때로는 24초 동안의 한 프레임. 이미지는 훑어보지 않

고 응시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도시에서 이미지를 고르는 것은 일종의 이삭 줍기이다. 

발터 벤야민은 산책자로서 도시를 걸으며 기억의 흔적

을 찾는다는 것에서 시인과 이삭 줍는 자의 공통점을 찾

는다. 아녜스 바르다는 자신의 영화 <이삭 줍는 사람들

과 나>에서 스스로를 이삭을 줍는 자로 인지한다. 이것

은 예술적 이삭 줍기이다. “아이디어를 고르고, 이미지

를 고르고, 타인의 감정을 고른 후에 영화로 만든다.” 시

위가 끝난 후 거리의 물건을 사진에 담는 행위는 일종의 

이삭 줍기이다.

2019 in Hong Kong, protests become our daily life. 

The stuffs in the streets after each protest are 

changing our urban landscape, and they become 

the view of our everyday life. Graffiti on walls, 

unscrewed railings, bricks, respirators, safety 

goggles... Everything records what has happened 

in the city and witnesses our beliefs.

I walked through the streets with my camera after 

protests. Mr. Liu Yichang let the objects tell the 

story in his nouveau roman short story, Roit, in 

1968. Likewise, I let the objects play the narrators 

and tell us about the protests. Moreover, there 

are conversations and dialectic between different 

narrators.

It is a tough time in our history for Hongkongers. 

I cannot talk about it with merely fiction film or 

documentary. That’s why I choose the essay film 

form. “Film is truth, 24 times a second.” (Le Petit 

Soldat, Jean-Luc Godard) Or sometimes, a frame 

for 24 seconds. When we gaze at an image, not 

just a glance, the image tells us more. 

Picking images in the city is a kind of gleaning. 

Walter Benjamin finds the common essence 

between poet and gleaner. They both walk in the 

urban as flâneur and find the memory trace in the 

city. Agnès Varda recognizes that she is a gleaner 

in her film Les Glaneurs et la Glaneuse. It is an 

artistic gleaning. “You pick ideas, you pick images, 

you pick emotions from other people, and then 

you make it into a film.” After the protests, taking 

photos of the stuff in the street is like a kind of 

gleaning.

暴動之後, 光復之前(After the riots, before the liberation), 2020, 
Shooting, Film and digital, Digital, audio 5.1, 15 min.
Credit: Director/ Screenwriting/ Cinematographer/ Editing: Chung 
Hong IU.

<暴動之後, 光復之前(폭동 이후, 해방 이전)>, 2020, 필름과 디지털로 촬
영, 디지털, 오디오 5.1, 15분.
크레딧: 감독/각본/시네마토그래퍼/편집: 청 홍 아이유.

暴動之後, 光復之前 

폭동 이후, 해방 이전

After the riots, before the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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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에밀리아노 디아즈는 198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 태어난 영화제작자이다. 그의 작업은 국제적인 페스

티벌과 전시회에 소개되었다. 그는 현재 산티아고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그의 첫 영화인 Lo Habitado를 선

보이고 있다.

Martín Emiliano Díaz is a filmmaker and video 

artist born in Buenos Aires in 1987. His works 

have participated in festivals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He is currently presenting his first 

feature film called Lo Habitado, premiered in the 

official selection of SANFIC17.

마틴 에밀리아노 디아즈

Martín Emiliano Díaz

사회 혁명 당시 국가가 사용한 억압의 일환으로, 칠레 

경찰은 조직적으로 시위대의 눈에 총을 쏘았다. 수백명

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As part of repressive methodologies used by 

the State during the Social Revolt, Carabineros 

de Chile (Police) has systematically shot the 

protesters in the eyes. Hundreds of people have 

partially or totally lost their vision.

El atardecer(The Sunset), 2021,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5 
min., Ianovka Cine.

< El atardecer(The Sunset)>, 2021, 단채널 비디오, 5분, 이아노브카 씨
네 제공.

El atardecer

일몰

The Sunse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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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도 베르가라는 PUCRS에서 영화학을 전공하였으며, 

UFRGS에서 시각 시학으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Flores>로 로렌스 카스단 상을 받았고, 제 57회 앤아

버 영화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51회 브라질리아 

영화제에서 베스트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VADO VERGARA graduated in CINEMA at PUCRS 

and Mastering in Visual Poetics at Institute of 

Arts, UFRGS. The director received the "Lawrence 

Kasdan Award", (Oscar® Award Qualifying) for his 

film "Flores", at the 57th Ann Arbor Film Festival, 

in Michigan, USA, the oldest avant-garde film 

festival in North America. Vado Vergara also won 

the BEST DIRECTION award at FestUni at the 51st 

Festival de Brasilia do Cinema Brasileiro.

바도 베르가라

Vado Vergara

"Até Que Meus Dedos Sangrem" (Until My Fingers Bleed), 2020,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5 min.

<Até Que Meus Dedos Sangrem (English Title: Until My Fingers 
Bleed)>, 2020, 단채널 비디오, 5분. 

Até Que Meus Dedos Sangrem

내 손가락이 피 흘릴 때까지

 Until My Fingers Blee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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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7일, 브라질의 독립기념일에 <Até Que 

Meus Dedos Sangrem(내 손가락이 피 흘릴 때까지)> 

가 상연되었다. 2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20미터의 

하얀 리놀륨 바닥 위에 600개의 펜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이 행위는 예술적 작업이자 시청각적 자료로서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같은 날, 지우마 호세프의 축출 이후 첫 직접선거를 통

해 당선된 현재 브라질의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 소나루

의 극우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가 있었다. 

<Até Que Meus Dedos Sangrem(내 손가락이 피 흘

릴 때 까지)>는 실험적인 다큐멘터리로서, 정부의 공식

적인 미디어 채널의 아카이브와 예술적 퍼포먼스의 이

미지들이 교차한다. 이 필름은 다양한 예술적 지원이 교

차할 때의 이미지를 탐구하고,  다큐멘터리와 시적 창조

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즉, 연설의 스펙타클화와 현 대통령의 잠재적인 행위는 

다큐멘터리를 넘어, 왜곡된 시학을 끌어냄으로써 일종

의 허구화된 현실에 접근하고 있다.

On September 7th, 2019, brazilian Independence 

Day, “Until My Fingers Bleed” was performed. More 

than 20 artists painted a 20-meter white linoleum 

with 600 red pens. The action resulted into an 

artistic work and an audiovisual record, both 

exhibited in an art gallery.

On the same date, there was a protest against 

the extreme right government of Jair Bolsonaro, 

the current president of Brazil, elected in the 

first direct election after the coup that deposed 

former president Dilma Rousseff.

"Until My Fingers Bleed" is an experimental 

documentary, in which the images of the artistic 

performance intersect with the archival materials 

of the official government media channels. The 

film explore the potential of the image when 

crossing varied artistic supports and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documentary and poetic 

creation. That is, the spectacularization of 

the speech and the potential acting of the 

current president are beyond the documentary, 

approaching a kind of fictionalized reality, by 

bringing out a perverse poetics.

Até Que Meus Dedos Sangrem (Until My Fingers Bleed), 2020, Single-
channel video with sound, 5 min.

<Até Que Meus Dedos Sangrem (Until My Fingers Bleed)>, 2020, 단채
널 비디오, 5분. 

Até Que Meus Dedos Sangrem

내 손가락이 피 흘릴 때까지

 Until My Fingers B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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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샬 쿠마라스와미는 인도의 뱅갈로 지방에 기반을 둔 

영화제작자이자 작가이다. 그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

서 학위를 받았으며, 그의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의 리

서치 파빌리온, 아테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등 국제적

으로 전시되었다. 그는 뭄바이 미국영사관의 레지던시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호주 의회의 Delhi X Darwin 

수여자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국제적 아티스트 그룹인 

<Now You Have Authority>의 창립자이며, 동시대 남

아시아의 작업에 집중하는 큐레이션을 선보이기도 하

였다.

Vishal Kumaraswamy is an artist and filmmaker 

based in Bangalore, India. He has an MA in 

Photography from Central Saint Martins, 

London & his works have been shown at several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The Venice 

Biennale’s Research Pavilion, Athens Digital Arts 

Festival, etc. Vishal has previously been an artist 

in residence with the US Consulate General 

Mumbai. He is a recipient of the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Transmitter Delhi X Darwi  n Grant 

& the inaugural peer-to-peer Artists for Artists 

Microgrant. Vishal is currently developing works 

for SITE Gallery Sheffield, & Contemporary 

Calgary, Canada. Vishal is the founder of the 

international artist collective; Now You Have 

Authority (www.nyhacollective.com). He also 

develops independent curatorial projects with 

a focus on contemporary South-Asian artistic 

practices.

비샬 쿠마라스와미

Vishal Kumaraswamy

Azaadi, Meherbaani Se(Freedom, From Kindness), 2018-2019, 
Single-channel video installation with sound, 6 min. 36 sec., Courtesy 
of the artist – Vishal Kumaraswamy.

<Azaadi, Meherbaani Se(Freedom, From Kindness)>, 2018-2019, 단채
널 비디오, 6분 36초, 작가 제공.

Azaadi, Meherbaani Se

자유, 선의로부터   

Freedom, From Kindness

13



특별전ㅣ동시대:세계 Special ExhibitionㅣContemporary:World

61 

<Azaadi, Meherbaani Se(Freedom, From Kindness/

자유, 선의로부터)>는 인도의 유명 미디어에 나타나는 

혐오와 편견을 탐구하는 방법론의 일환이다. 천천히 사

라지는 시위대의 목소리로 서술된 이 영상은, 우익세력

의 선전 비디오에서 발췌한 영상, 또한 학생 시위자들의 

커지는 목소리와 대조적으로 들리는 정부 인사들과 장

관들의 연설에서 따왔다.

힌두교 우익정책의 급진화의 과정은, 천천히 많은 분야

를 장악하는 인도 최대의 우익 단체인 RSS 회원들로 나

타나며, 시민들의 마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장악하려는 

메타포로서 작용하려 한다. 

Azaadi, Meherbaani Se' (Freedom, From Kindness) 

is an examination of the methodology of hate and 

bigotry within popular media narratives in

India. Nar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slowly 

disappearing voices of dissent, the film draws 

from YouTube videos of right-wing propaganda, as

well as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officials 

and ministers placed in contrast to the rising 

voices of student dissenters. "Saffronisation" the

process of Hindu radicalisation appears as a slow 

all-encompassing wave engulfing large sections of 

a gathering of members of the RSS, India’s

largest right wing group and seeks to serve as a 

metaphor for the near-total ideological takeover 

of citizen’s minds.

특별

Azaadi, Meherbaani Se(Freedom, From Kindness), 2018-2019, 
Single-channel video installation with sound, 6 min. 36 sec., Courtesy 
of the artist – Vishal Kumaraswamy.

<Azaadi, Meherbaani Se(Freedom, From Kindness)>, 2018-2019, 단채
널 비디오, 6분 36초, 작가 제공.

Special

Azaadi, Meherbaani Se

 자유, 선의로부터   

Freedom, From K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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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버린 빗나간 풍경들을 응시

하고 카메라로 수집하는 일을 주로 한다. 여섯번의 개인

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동료들과 공간

을 함께 운영하며 이런 저런 전시와 이런 저런 프로그램

을 기획했다. 때로는 프로그래밍을 하며 웹사이트를 개

발하고 가끔은 글을 쓰고 또 가끔은 요리를 한다. 아. 이

젠 영화도 만든다.

My work concentrates on gazing and collecting 

the sceneries that are incidentally generated 

by human beings. I have participated in six solo 

exhibitions and several group exhibitions.  

Also, I have run the alternative space that 

is involved in many different exhibitions and 

programmes. Sometimes, I develop websites and 

programmes. Sometimes, I write something and 

cook. Sometimes, I make a movie.

홍진훤

Jinhwon Hong

melting icecream, 2021, single-channel video, stereo, 60 min., loop.<melting icecream>, 2021, 싱글 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60분, 
반복재생.

melting icecrea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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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를 입은 민주화운동 당시의 필름을 복원하는 과정

에서 종료될 수 없는 '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과거

화, 역사화 하려는 욕망을 발견한다. 그것은 결국 영웅

화, 신화화의 결과를 낳았다. 민주화 운동의 영웅이었던 

이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IMF, 정리해고, 비정규

직으로 이어지는 신주유주의의 비극은 더욱 가속했다. 

물론 그때도 그 지옥을 막기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

다.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을 기록했던 사람들. 필름을 복원할 수록, 그 시대의 영

웅들을 복원할 수록, 그 영웅들이 만든 세계와 싸웠던 

사람들은 사라져갔다. 어떤 세계를 복원할 수록 삭제되

는 어떤 세계가 있었다.

Restoring the democratic movement-related-

film that suffered from the flood, the desire 

for declaring the end of "democratization" has 

been founded; though, democratization cannot 

be achieved. This results in a heroization and 

mythization of the democratization. The heroes 

of democratic movements became the presidents 

of this country. Furthermore, the tragedy of 

neoliberalism, which is often represented as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layoffs, and non-

regular workers has been accelerated. Of course, 

there were some people who fought against 

the tragedy. They were the people who didn't 

have any choices but fight and the people who 

recorded them. Restoring the film, and restoring 

the heroes, the world they had made and the 

people they were against has disappeared. That 

was the world that disappeared when tried to be 

restored.

melting icecream, 2021, single-channel video, stereo, 60 min., loop.<melting icecream>, 2021, 싱글 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60분, 
반복재생.

melting ice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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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공모 선정작

Prize-winner

Competitive Works

수상작

경쟁작

Hope Tucker (USA)

Kang Yesol (Korea)

Clare Chun-yu Liu (Taiwan)

Ezra Wube (Ethiopia-USA)

Ian Haig (Australia)

Miguel Rozas (Chile-Belgium)

호프 터커 (미국)

강예솔 (한국)

클레어 춘유 리우 (대만)

에즈라 우베 (에티오피아-미국)

이안 헤이그 (호주)

미구엘 로자스 (칠레-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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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부산비디오아트페스티발에는 290여 편의 작품이 수집되었고, 

그 중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3편의 작품에 대한 2차 심의를 내·외부 심사위원 

5명과 함께 진행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수상작 1편과 경쟁작 5편을 선정하였다.

다른 해와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품작 수에 있어서 국내 작가보다 국외 작

가들의 출품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 출품작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되는 

전지구적 내전 상황의 여파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시아 및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적 시위, 갈등과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는 움직임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이와 대비적으로 

제1세계의 나르시시즘화된 비판적 관점이 투사된 작품들도 다수 출품되어 전자와 후

자 사이에 묘하게 어긋나는 지점들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더불

어 동시대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비디오 페스티벌의 주제 영역

을 한정하지 않은 덕분인지 매체 자체, 비디오 예술의 성격 자체를 활용한 작품들도 출

품되었으며, 기술 매체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다매체에 집중하여 적극 활용하는, 즉 

매체의 기술적 요소, 기법 자체가 소재가 되는 경향 역시 더욱 심화되어 가는 듯 보인

다는 점 등이었다. 

논의 끝에 호프 터커(Hope Tucker)의 What Travelers Are Saying About Jornada 

del Muerto를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터커의 작품은 최초의 원자 폭탄 폭발 지

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기억마저 관광 상품화된 기념비

로 환원되는 오늘날 역사적 장소가 지니는 의미를 재고찰한다. 과거의 시간을 다루는 

기존 작품과 달리, 그녀는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장치를 제시하는 대신, 몇몇 풍

경들을 지루할 정도로 정적인 화면으로 담아낸다. 그 풍경 위에서 강조되는 것은 핵실

험에 반대하는 피켓을 든 인물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 장소를 오가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1달러짜리 핫도그를 판매하는 인물이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

이다. “나는 여러 번 저 장소에 가고 있다.”라는 대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듯,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이 역사적 장소로서 뉴멕시코의 툴라로사 분지는 단지 지금 상

태 그대로, 이런 방식의 삶의 형태 속에서 기억될 수 있을 뿐, 물질화된 어떤 시각적 형

태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과거를 현재화하는 터커의 이러한 재현 방식

은 현재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지나간 역사적 시간이란 무엇이고, 이를 기

념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여야만 하는가를 재고하게 만든다.  

김태인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사

This year, the 15th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collected about 290 

video artworks through an open call for submissions. Five internal and external 

judges reviewed 13 artworks selected at the first review. As a result, we finally 

chose one prize-winner and five competitive works.

The differences from other year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number 

of submissions, the proportion of foreign artists was higher than domestic 

artists. In terms of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the submitted works, 

whether due to the aftermath of the still-continuing global civil war, the 

tendency to document political protests, conflicts, and violence from all over 

the world stood out. In contrast, some works were projecting the narcissistic 

critical point of view of the First World, and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subtly conflicting perspectives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In addition, 

unlike the previous festivals, which focused on contemporar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works utilizing the medium itself and the nature of 

video art were also submitted due to the unlimited topics. It is also different 

from other years in that the tendency to actively utilize the multi-media that 

appear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media, the technological 

element of the media, and the technique itself, seems to be intensifying.

After discussion, <What Travelers Are Saying About Jornada del Muerto> 

by Hope Tucker was chosen as the prize-winner. Tucker's work reexamines 

the meaning of today's historical sites, where even historical memories are 

converted into tourism products and monuments, focusing on the people 

living or visiting the area where the first atomic bomb was exploded. Unlike 

other works that deal with the past, instead of presenting a device that gives 

a specific meaning, she captures some landscapes in boringly static screens. 

The landscape emphasizes the life itself of the people holding up signs against 

the nuclear test, the people who go to and from the place where we do not 

know what happened, and the person who sells a $1 hotdog among them. Like 

the phrase "I have been many times.", as a historical site that leaves no trace, 

the Tularosa Basin of New Mexico is just as it is now, in this way of life. It can 

only be remembered and cannot be reproduced in any materialized visual 

form. Tucker's way of representing the historical past makes us reconsider 

what the past historical time should be and what kind of action we should 

take to commemorate it.

Kim Taein

Curator of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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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 터커는 미국 작가로, 우리가 내러티브의 일상적인 

형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재개념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특히, THE OBITUARY PROJECT(사망 기사 프로

젝트)는 민족지학에 대한 구식의 다큐멘터리에 새 생명

을 불어넣는 렌즈 기반의 작업이다.

American artist Hope Tucker reconceptualizes 

what we know as a daily form of narrative through 

THE OBITUARY PROJECT, a compendium of lens-

based work that gives new life to the antiquated 

documentary practice of salvage ethnography.

호프 터커

Hope Tucker15
What Travelers Are Saying About Jornada del Muerto

여행자들이 말하는 호르나다 델 무에르토

이 영상은 미국과 일본의 핵무기 폭발 75주년과 1680

년 푸에블로 반란 34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또

한 핵 식민주의에 저항하여 만들어졌다. 원자폭탄의 첫 

폭파지였던 뉴멕시코의 툴라로사 분지의 방문자와 거

주자들은 공동체 기억의 형성에 기여한다. 그들은 이른

바 "죽음의 여정" 끝에, 철학적인 인식과, 병참학적 조언

과, 애처로운 텍스트들을 내놓는다. 1945년에서 1992

년 사이에, 미연방 정부는 200개 이상의 핵무기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사람들을 노출시켰다.

Visitors and residents of the Tularosa Basin of 

New Mexico, site of the first detonation of an 

atomic bomb,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public memory as they offer philosophical 

reckonings, logistical advice, and plaintive texts 

after making "the journey of the dead."  Between 

1945 and 1992, the US federal government 

exposed people to the radioactive fallout from 

over 200+ detonations of above-ground nuclear 

weapons.  Made in remembrance of the 75th 

anniversary of the detona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US and Japan and the 340th anniversary 

of the 1680 Pueblo Revolt. Made in resistance to 

nuclear colonialism.

<What Travelers Are Saying About Jornada del Muerto>, 2021, 단채널 
비디오, 13분 45초, 작가 제공.

What Travelers Are Saying About Jornada del Muerto, 2021,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13 min. 45 sec., Courtesy of Hope 
T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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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솔은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와 사회 현상 사이의 연

결고리를 찾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지

가 현실을 초과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를 시각 

언어를 통해 풀어나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ANG Yesol is interested in finding the link 

between an individual's daily actions and social 

phenomena. Recently, the artist has been 

interested in the phenomenon in which images 

exceed reality and continues to solve them 

through visual language.

강예솔

Kang Yesol16 I'm not a robot.

로봇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

한다. 그리고 한 3D 시뮬레이션 전문가에게 그 교통사

고를 재현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A self-driving car accident occurs in an American 

city, and a simulation expert is requested to 

reproduce the accident.

<로봇이 아닙니다.>, 2021, 싱글 채널 비디오, 20분 18초. I’m not a robot., 2021, Single Channel Video, 20 min. 18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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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춘유 리우는 맨체스터 미술대학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녀는 런던 예술대학의 멘토이며, 2015년 

영국의 네오 아트 프라이즈의 파이널리스트이기도 했

다. 그녀의 작품은 ICA런던, 레이븐 로우 런던, 타이페이 

국제 비디오아트 전시회 등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Clare Chun-yu Liu is an artist filmmaker and a 

Vice-Chancellor PhD Candidate at Manchester 

School of Art where she has lectured. She is a 

Professional Mentor at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lare has published in Fusion Journal 

in Australia and was a finalist to Neo:artprize in 

2015 in the UK. Her artwork has been screened/

exhibited at the ICA London, Raven Row London, 

Images Forum Festival Japan, EXiS Korea, FilmFest 

Bremen, DOBRA Festival Rio de Janeiro, Taipei 

International Video Art Exhibition, Goethe Institut 

Lisbon, British Council Hong Kong, MK Gallery UK, 

and Mingsheng Art Museum Beijing.

클레어 춘유 리우

Clare Chun-yu Liu17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2021, 단채널 비디오, 
34분 1초.
음악 : 이안 코스타바일, 카메라, 컨셉, 편집, 대본, 사운드 : 클레어 춘유 리우.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2021,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34 min. 1 sec.
Production country: United Kingdom.
Music: Ian Costabile.
Camera, conception, editing, script, sound: Clare Chun-yu Liu.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내가 모르는 특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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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내가 모르는 특정한 중국)>는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중국풍 양식인 '시누아즈리'에 대한 탈식민주의

적 반응이다. 이 작품은 영국의 조지 4세에 의해 지어진 

영국의 궁전인 로열 파빌리온에서 촬영되었다. 이곳의 

내부는 완전히 시누아즈리 양식으로 되어있다.

파빌리온의 시누아즈리에 둘러싸여 다섯개의 대화와 

한 개의 독백이 진행된다. 작가 자신, 영국의 왕 조지 

4세, 영국의 첫 외교사절을 받은 중국의 황제 건륭제, 

그 외교사절을 이끌었던 영국의 대사 조지 메카트니, 

화가로서 외교사절단에 있었던 윌리엄 알렉산더, 그리

고 청나라 황실의 일원이자 작가의 어릴적 이웃이었던 

앙은 중국다움에 대한 질문, 오류, 논쟁, 그리고 불화를 

거듭한다.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is 

a postcolonial response to chinoiserie, a European 

decorative style imitating Chinese motifs popular 

in the eighteenth century. It is set and entirely 

filmed at the Royal Pavilion Brighton, a British 

pleasure palace built by George IV based on 

the idea of illusion, and hence its interior being 

entirely chinoiserie. 

Across five dialogues and one monologue, the 

artist herself and relevant historical individuals 

– that are George IV the British King, Chien-lung 

the Chinese Emperor who received the Macartney 

Embassy, George Macartney who led the first 

British embassy to China, William Alexander the 

draughtsman from the embassy, and Ann a Ching 

Dynasty royal family member and also the artist’s 

childhood neighbour in Taiwan – question, miss, 

argue and disagree with each other over the 

representation of Chineseness in chinoiserie at 

the Pavilion.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2021, 단채널 비디오, 
34분 1초.
음악 : 이안 코스타바일, 카메라, 컨셉, 편집, 대본, 사운드 : 클레어 춘유 리우.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2021,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34 min. 1 sec.
Production country: United Kingdom.
Music: Ian Costabile.
Camera, conception, editing, script, sound: Clare Chun-yu Liu. 

This is China of a particular sort, I do not know

내가 모르는 특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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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ra Wube is a mixed media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New York. His work references the notion 

of past and present, the constant changing of 

place, and the dialogical tensions between "here" 

and "there".

His exhibitions include the 21st Contemporary 

Art Biennial Sesc_Videobrasil, Brazil; The 2nd 

edition of the Biennale d’Architecture d’Orléans, 

France; “Gwangju Biennale”, Gwangju, South 

Korea; Chrysler Museum of Art, Norfolk, VA, 

Art in General, kim? Contemporary Art Centre, 

Riga, Latvia; The Studio Museum in Harlem, 

NY; “Dak’Art Biennale”, Dakar, Senegal and Time 

Square Arts Midnight Moment, NY. His residencies, 

commissions and awards include Smack Mellon 

Studio Program, Brooklyn, NY; Pioneer Works, 

Brooklyn, NY; Work Space, LMCC Residency 

Program, New York, NY; Open Sessions Program, 

The Drawing Center, New York, NY; The Africa 

Center, NY;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NY; Museum of the Moving Images, 

Queens, NY; Rema Hort Mann Foundation; the 

Triangle Arts Association Residency, Brooklyn, 

NY and The Substation Artist Residency Program, 

University of Witwatersrand, Johannesburg, South 

Africa.

에즈라 우베는 뉴욕을 중심으로 주로 혼합매체를 다루

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과거와 현재, 끊임없

이 변화하는 공간, 그리고 “이 곳”과 “저 곳” 사이의 대

화적 긴장감에 기반한다.   

 

그의 작업은 21회 브라질 현대 미술 비엔날레, 2회 프랑

스 오를레앙 건축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크라이슬러 

미술관,  뉴욕 할렘 스튜디오 미술관, 세네갈 다카르 비

엔날레 등에 소개되었다.또한 그는 스마크 멜론 스튜디

오 프로그램, LMCC 레지던시 프로그램, 레마 홀트만 재

단 레지던시 등에 참여하였다.

에즈라 우베

Ezra Wube18
A True Fairytale

진정한 동화

<A True Fairytale>,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8분 18초, 스톱 모션 애
니메이션, 유성 점토, 작가 제공.

A True Fairytale, 2020,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color, Stop 
action animation, using plasticine, 8 min. 18sec.,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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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d by an unaccomplished personal project, 

in this animation I’m exploring ideas of intention, 

extension and failed romanticism.

I used images and texts from mass produced 

postcards, packaging, calendar booklets, books, 

posters and pamphlets that were created and 

used as political propaganda devices for the 

invasion of Ethiopia by Fascist Italy during WWII. 

Some of these prints were on the front covers of 

school notebooks, some were games that taught 

the geography, history, and natural resources of 

Ethiopia. In some games, the winner was the first 

to capture the capital city, Addis Ababa.

<A True Fairytale(진정한 동화)>은 그의 개인적인 프

로젝트의 연속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내적의도, 확장, 

그리고 실패한 낭만주의에 대해 다룬다. 

이 작품에서는 엽서, 포장, 달력, 책, 포스터, 팜플렛 등

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차용 되는데, 이것들은 이탈리아

의 파시스트들이 세계 2차 대전 중 에티오피아를 침략

하며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는데에 이용되었던 

것들이다. 어떤 이미지는 학교 공책의 표지에서, 어떤 

것은 에티오피아의 지리나 역사, 자원을 가르치는데에 

이용되었던 놀이에서 가져왔다. 이 놀이에서 승리 요건

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었다. 

A True Fairytale

진정한 동화

<A True Fairytale>,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8분 18초, 스톱 모션 애
니메이션, 유성 점토, 작가 제공.

A True Fairytale, 2020,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color, Stop 
action animation, using plasticine, 8 min. 18sec.,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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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헤이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 조르

주 퐁피두 센터, 호주 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으며, 비디오 브라질, 앤아버 영화

제 등 150여개의 국제적 비디오 페스티벌에 소개되었

다. 그는 2003년 호주 정부 뉴미디어 부분 펠로우십을 

받았으며, 2013년과 2017년에는 토런스 미술관에서 비

디오 아트쇼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Ian Haig’s work has been exhibited in galleries 

and video/media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exhibitions at: The Australian Centre 

for Contemporary Art, Melbourne; The Ian Potter 

Museum of Art, Melbourne; The Experimental 

Art Foundation, Adelaide; The Australian Centre 

for the Moving Image, Melbourne; Gallery of 

Modern Art, Brisbane;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rtec Biennale – Nagoya, Japan;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China Millennium 

Monument Art Museum, Beijing; Museum Villa Rot, 

Burgrieden-Rot, Germany; The Havana Biennial, 

Cuba. In addition his video work has screened in 

over 150 festivals internationally including The 

Ann Arbor film festival, US and VideoBrasil, Sao 

Paulo, Brazil. In 2003 he received a fellowship 

from the New Media Arts Board of the Australia 

Council and in 2013 and 2017 he curated the video 

art shows Unco and Very Unco at The Torrance 

Art Museum in Los Angeles.

이안 헤이그

Ian Haig19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2019,  단채널 비디오, 2분 40초. 
감독: 이안 헤이그, 사운드: 다린 베르하겐.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2019, Single-channel video, 2min. 40sec.
directed by Ian Haig, Sound by Darrin Verhagen.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맑은 날 영원히 볼 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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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맑은 날 영원히 

볼 수 있으리)>는 24시간 가짜뉴스를 표방하는 영상이

다. 이 영상에는 아나운서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정보

도 없으며, 인터뷰도 없다. 뉴스의 모든 내용은 살점과 

사람의 장기로 환원된다. 우리가 점점 가상의 세계에 익

숙해질수록, 언론과 인간의 몸에는 내포된 유연관계가 

늘어가고 있다. 모두 자극 과잉의 상태라는 점, 또한 날

조된 뉴스부터 사람의 가짜 몸까지, 아무것도 사실이 아

니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모든 것은 구

축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24 hr fake news coverage, no news presenters, 

no breaking news stories, no information, no in-

studio interviews, all content is reduced to meat, 

and the visceral human body. There remains an 

implicit link between the media landscape and 

our bodies, as we merge more and more with 

the electronic world. Everything now exists in a 

heightened state of simulation, from fake TV news 

broadcasts to fake human bodies, nothing is real, 

everything is constructed.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2019,  단채널 비디오, 2분 40초. 
감독: 이안 헤이그, 사운드: 다린 베르하겐.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2019, Single-channel video, 2min. 40sec.
directed by Ian Haig, Sound by Darrin Verhagen.

On a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맑은 날 영원히 볼 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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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엘 로자스는 1971년 칠레 테무코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칠레 산티에고, 독일 뷔르츠부르그, 그리고 프랑스 

뚤루즈에서 시각예술을 공부했다. 2013년에 베를린 예

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으며 현재 독일과 브뤼셀

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시각적 작업은 강한 사회정치학적 뉘앙스를 가진

다. 역사적 사건과 정치학적 팩트로서의 감춰진 글로벌

리즘의 문제, 신자유주의 모델의 위기 등을 설득력있게 

반영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하게 관찰하고 참여

하고 있다. 그는 시각적인 것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

의 독특한 본질을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그는 

그의 작품을 보는 이들이 주위의 세계에 대해 좀 더 사

유하며,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아름다움과 휴머니티를 

찾기를 권유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정치와 

매스 미디어의 관계에 주목하며, 중국, 유럽, 남아메리

카 등지에서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 카메라 오퍼레이터

로 활동중이다. 

I’m a Chilean-Belgian visual artist born in 1971 in 

Temuco, Chile. My visual work carries heavy socio-

political overtones; it is eloquently reflective 

especially in times of unveiled globalization and 

the crisis of the neoliberal model as a personal 

response to historical events and social and 

political facts.

Looking past the obvious, close observation and 

engagement of the subject is my process. The 

challenge is to see beyond the distraction of the 

conspicuous to capture its unique self. I seek to 

inspire those who see my work to consider the 

world around them more carefully, to discover 

beauty and humanity in unusual places.

I studied visual arts in Santiago de Chile (ARCOS), 

Würzburg (FHWS) and Toulouse (ESAV). In 2013 I 

participated in the MA program of the Universität 

der Künste (UDK) in Berlin.

I currently live between Berlin and Brussels. 

My research has essentially focu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ass medias 

creating social video portraits and collaborating as 

a filmmaker and Camera Operator for several TV 

channels in Europe and a number of contemporary 

artists in South America, Europe and China.

미구엘 로자스

Miguel Rozas20

<The State>, 2021, 단채널 비디오, 16:9 와이드 스크린, 3분 13초. THE STATE, 2021,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16:9 widescreen, 
3min. 13sec.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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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조제 마누엘 바호가 

스트라스부르그의 의회에서 외교 안보정책을 강화함으

로써 유럽이 얻는 이득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그동안 

동유럽 출신의 여성이 메인홀의 빈 좌석들을 청소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의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해석'하여 전달하며, 렌즈

로 매개된 이미지를 통해 세계와 타인에게 접근하도록 

만든다. 매개된 이미지들은 시뮬라시옹을 통해서 문화

와 미디어의 기호와 상징을 말한다. 그 기호와 상징들은 

우리의 삶과 존재가 헤아릴 수 있는 만큼 획득된 지식, 

그리고 인식된 실재의 구축이다. 사회는 이러한 시뮬라

크르로 점점 포화되어가고, 우리의 삶 또한 모든 의미가 

무한한 변화로 인해 의미없이 제시되는 사회로 인해 포

화되어가며, 인위적인 문화를 낳는다. 인위성의 개념은 

여전히 그것의 인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 덕분에, 우리는 점점 자연과 

인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José Manuel Barroso,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his speech at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speaks 

about guaranteeing the European interest by 

strengthening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hile 

women from Eastern European countries clean 

the empty seats in the main hall.

The Mass media is concerned not just with 

relaying information or stories but with 

interpreting our most private selves to us, making 

us approach each other and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these mediatic images. These, through 

simulations, that is to say the significations and 

symbolism of culture and media that construct 

perceived reality, the acquired understanding by 

which our lives and shared existence is and are 

rendered fathomable.

The society has become so saturated with these 

simulacra and our lives so saturated with the 

constructs of society that all meaning was being 

rendered meaningless by being infinitely mutable, 

generating an artificial culture, since the concept 

of artificiality still requires some sense of reality 

to recognize its artifice. Thanks to the mass 

media, we are slowly losing the ability to make 

sense of the distinction between nature and 

artifice.

<The State>, 2021, 단채널 비디오, 16:9 와이드 스크린, 3분 13초. THE STATE, 2021, single-channel video with sound, 16:9 widescreen, 
3min. 13sec.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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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Us

Talk Program

관람 안내

토크 프로그램

전시 기간

2021년 11월 6일 - 11월 21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전시 장소

공간 힘 지하 및 2층 전시장 

(부산시 수영구 수미로50번가길 3, 지하/2층)

문의

videoartbusan@gmail.com

Period

6 - 21 November 2021

(Closed on Mondays and public holidays)

Opening hours

11:30-19:30

Venue

Space HEEM 

(B1 & 2F, 3, Sumi-ro 50beon ga-gil, Suyeong-gu, Busan, Republic of Korea)

Contact

videoartbusan@gmail.com

아티스트 토크

2021년 11월 19일(금) 오후 5시 

공간 힘 4층 세미나룸

홍진훤 작가, 진세영(대담자)

큐레이터 토크

2021년 11월 20일(토) 오후 4시

공간 힘 4층 세미나룸

강주영 큐레이터, 한수정 큐레이터

Artist Talk

19 November 2021, 5pm 

Space HEEM 4F

Artist Jinhwon Hong, Curator Seyoung Jin

Curator Talk

20 November 2021, 4pm

Space HEEM 4F

Curator Joo-Young Kang , Sujeong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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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운영위원 

김효영 서평주

외부 심사위원 

김재환 김태인

협력 큐레이터

강주영 한수정

번역

강주영 한수정 조율 

디자인

밀리미터

Organizer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Support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Cultural 

Foundation

The operating committee

Hyoyoung Kim  Pyoungjoo seo

Juror

Jaehwan Kim  Taein Kim

Co-Curator

Joo-young Kang  Sujeong Han

Translation

Joo-young Kang  Sujeong Han  Yul Cho 

Design

mm

제15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

The 15th Busan International Viedo Art Festival   

2021. 11. 6 - 11. 21 

www.videoartbusan.com

videoartbusan@gmail.com

FB)videoartbusan

Ins)busan_videoart_festival

본 사업은 2021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