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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 CAN ASSESS AN ACTION>(2021, 라움온디멘드, 베를린, 독일)전시전경

방 사이의 방 The Room In-Between
싱글 채널 영상 <The Room In-Between>은 의식이 있는 수
면상태 (Hypnagogia)에의 과도기적 상태를 공간화하고 그와
관련한 시각적 감각을 다룬다. 이 공간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생성 혹은 변화한 정체성이 머무는 곳으로 재해석된 장소이다.
한 겹의 눈꺼풀을 감으면, 피부를 통해 투과하는 빛과 눈의
착시로 인한 빨간방이 열린다. 이 빨간방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공간이자 눈을 감고 뜨는 사이의
물리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2021
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 깨어있는 수면의 경계에서
현실과 옅은 꿈은 서로 대치한다. 외부 자극이 다양한 감각
경험으로 변환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긁어내고, 부서지고,
모이고 쌓이는 행위가 일어난다.
상공을 날으는 기내에서 들을 수 있는 적색소음(Red NoiseBrown Noise)이 영상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운드는
출발지와 도착지, 현실과 꿈, 의식와 무의식 사이에 떠 있는
상태를 상상하게 한다.

Link to Video

방 사이의 방 (The Room In-Between)
2021, 영상설치, 단채널비디오, 6분22초, 컬러, 레드노이즈, 사운드

예스 앤 노 Yes and No
싱글 채널 영상 <Yes and No>는 조지 오웰이 소설<1984>
에서 창조한 “이중 사고(Doublethink)”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중사고”는 두 개의 모순된 신념을 동시에 받아들
이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과 부정, 질서와 비질서, 개인과 사회, 바깥과 안, 왼쪽과
오른쪽, 가능과 불가능, 현실과 비현실, 인공과 자연, 진실과
허위, 흑과 백등의 상반되는 의미들이 실제로는 서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는 사고의 모습을 은유한다.

2020
영상은 반으로 분리되어 모스 부호(Morse Code)로 한 쪽 눈
은 Yes! (-.-- . ... -.-.--) 다른 한쪽은 No. (-. --- .-.-.-) 를 눈
깜빡임으로 동시에 신호를 보낸다. 한 곳을 향하던 두 눈은
각기다른방향으로 각자의 시선을 옮긴다. 두 눈동자는 두개의
분리, 조정능력을 가지고 Yes 와 No 의 사이를 오간다.
시선들은 고민하며 교차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의 시선
으로 만난다.

Link to Video

예스 앤 노 (Yes and No)
2020, 영상설치, 단채널비디오, 5분 42초, 컬러, 사운드

<브로카의 정원 II(BROCA’S GARDEN II)>(2021, 디스쿠어스, 베를린, 독일) 전시전경.

더블 텅스 (Double Tongues)
2021, 설치, 에폭시레진, 형광등, 종이출력물, 커튼, 나무, 스펀지, 쇠사슬, 집게, 도끼, 가변크기

2017

니콜라우스-안톤-마르타-에밀(네임) Niklaus Anton Martha Emil (N.A.M.E.)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감지
되는 문화적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말해진 단어들이 가진
의미의 층에서 드러난다.
촬영된 영상 안의 20명의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 독일을 새로운
고향으로 찾은 자신들을 소개한다. *독일어 알파벳표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과 그들의 모국어에서 그 이름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 독일어로 설명한다.

이름은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단어의 의미, 문화적 전통,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가족으로부터의 계승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가 주로 사회적 입구로 기능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와 동시에 언어가 가진 한계에 부딪힌다. 모국어로부터
이전된 언어는 그 사이에 빈 간격, 이름의 단축 그리고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로부터 복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글쓴이_클라라 휼스캄프 (Klara Hülskamp)

*독일어 알파벳표 (Buchstabentafel)

전화, 전신의 발달과 함께 탄생되었으며, 철자를 발음 할 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위해 만들어진 목록이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의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통화중에 철자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쓰인다. 작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알파벳표를 가능한
이름의 고유명사를 선택하여 임의로 수정하고 작업에 사용하였다.
예시) A-Anton, B-Bertha, C-Cezar....

Single channel video version
Link to Video

니콜라우스-안톤-마르타-에밀(네임) (Niklaus Anton Martha Emil-NAME)
2017, 5채널 영상설치, 연속재생, 컬러, 사운드, 연속재생

<아 사람, 참(CEEHIILNPSSWZ. ACH MENSCH)> (2017, 브라운슈바익 포토 뮤지엄, 브라운슈바익, 독일) 전시전경

2018

<플라스틱 러브 #2> (2019, 59 리볼리, 파리, 프랑스) 전시전경

당신은 최고인가요? You are the best thing?
<당신은 최고인가요?>는 파리의 중심가의 한복판인 루 드
리볼리에서 사람들의 이동흐름이 많은 낮과 그 흐름이 적은
밤을 포함한 24시간 재생되는 사운드 설치이다. 이런 환경
에서 관객들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그리고 익명의 관객이 된다.
전시장 유리의 진동을 통해 나오는 톤이 분명하고 또박또박
단어를 전달하는 여자 인조 목소리는 전시장 안과 밖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음성이 읽는 스크립트는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 까르띠에(Cartier), 갭(GAP), 러시(Lush), 에이치
엔엠(H&M), 망고(Mango), 자라(Zara), 비엠더블유(BMW)
등의 국제적으로 소비자를 두고 있는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
광고 캡션을 수집해 놓은 A4 50페이지 분량의 글을 딥러닝
(Deep Learning) A.I.프로그램이 글의 구조를 학습한 후 새로
추출한 글이다. 제목은 추출된 텍스트의 한 문장이다.
생성된 텍스트는 원본이 가진 짧은 문장구조과 낙관적인
단어의 구성형태를 학습하고, 사운드 작업은 이 단어들의
열거와 끊임없는 반복 재생을 통해 그 의미와 사용에 대한
양극성을 환기시킨다.
프로그래밍_엘리아스 나자로(Elias Najarro)

Link to Audio
Link to Video

당신은 최고인가요? (You are the best thing?)
2018, 사운드설치, 24시간, 라스베리 파이, 진동스피커

-전(후) P(re)P(re)- 라는 제목은 Pre-( ‘- 전의’)와 Re-(‘- 그 후’, ‘다시’) 두
단어의 결합으로 “준비하기위한 준비의 과정” 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이 작업은 스위스의 글라루스(Glarus)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를 받고 촬영된 영상이다.
어떠한 결과는 그 결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과정의 단계로
연결되는 순환과정이 반복된다. 이 작업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위한 과정“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과정“에서
일어나는 힘의 응집에 대해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디까지가 과정이고 어디서부터가 결과의 시작인지
질문을 던져본다.

2019
영상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모으는 과정, 골인하기 위해 도움닫기를 하는 과정, 연주를 위
해 악기를 조율,조립하는 과정,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다듬고 맞
추는 과정, 한 쪽 발을 내딛고 다른 발을 내딛으려는 과정 등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려는 순간에 영상은 편집되고 하얀 화면과
잠시 동안의 시간의 공백을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현실의 시간을 편집할 수 있는 영상 작업의 특성과 영상이
주는 이미지의 정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관람객의 사유와
상상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영상 구조의 실험을 시
도했다.

Link to Video

-전(후) (P(re)-)
2019, 단채널비디오, 5분42초, 컬러, 사운드

<인터네셔널 컨템포러리 아트쇼>
(2016, 독일 중부 라디오 방송국,막데부르크, 독일) 전시전경

2016

바디클랩 Bodyclap
양쪽 손바닥의 부딪혀 만드는 리듬적 행위은 동의의 제스처로
통용된다. 손의 내부 표면이 서로 빠르게 접촉할 때, 빈 공간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소리가 생긴다. 연약한 갈채 또는 요란한
박수로서 조절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인간적인 소통의 매개
체로 우리의 귀에는 이것이 듣기 좋은 소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한 제스처로 역
할한다.

2분 남짓 동안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는 설치 공간 안에 외롭게
맴돈다. 손바닥은 대칭적인 상대방을 여러 번 만나며, 얼굴,
팔, 허벅지 등을 반복해서, 쉬지 않고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그 행위의 의미가 전복된다. 바깥쪽으로 향하여 관찰자를 향해
다가가는 박수갈채는 제 자신과 제 몸을 때리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흐름이 고조될수록 박수소리는 폭력으로 바뀌고,
관객은 끊임없는 변곡점을 관찰하게 된다.
글_클라라 휼스캄프 (Klara Hülskamp)

Link to Video

바디클랩 (Bodyclap)
2016, 영상설치, 단채널비디오, 1분 55초, 흑백, 사운드

2016

트루러브 시리즈 True Love Series
사운드 설치 <트루러브 시리즈(True Love Series)>는
미디어와 욕망의 관계에 대한 관찰한다. 대중의 염원은 대중
매체에 반영되고 대중은 그들로부터 대안적인 만족을 얻는
다. 작품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미디어로부터 그것을
해체하여 추상적인 목소리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회복
시킨다.

사운드 캐리어로서 대중 매체인 레코드 음반 중에서도 제목에
‘사랑(영문:Love, 독문:Liebe)’ 이 포함된 레코드를 수집했다.
레코드의 표면을 목공풀로 음각 캐스팅 하었고, 원본에서
음각으로 본떠진 소리골을 따라 턴테이블에서 재생되었다.
음각으로 떠진 돌기를 따라 재생되는 사운드는 추상적인
멜로디를 생성하고, 그 곡의 가사는 의미의 형태를 잃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추상적인 의미의 원점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Link to Audio
Link to Video

트루러브 시리즈 (True Love Series)
2016, 사운드 설치, 목공용 풀, 레코드 네거티브 캐스팅, 각각 지름 31cm

<거울문자> (2015, 아트막스, 브라운슈바익, 독일) 전시전경

안부를 전하며 Liebe Grüße
2채널 비디오 설치 <안부를 전하며(Liebe Grüße)>는 하나의
움직임이 물 속과 물 밖의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촬영되었
고 그 결과물인 2개의 영상이 서로 마주보고 재생되도록 설
치되었다.

2015
나의 편지가 물 위에 쓰여지고 먹물로 쓰여진 단어들은 쓰여
지는 즉시 물에 흩어진다. 이것은 쓰기의 행위가 말하기의 행
위와 같이 시각화된 형태이다. 물 위의 카메라는 편지를 적어
보내는 발신인 나를, 물 아래의 카메라는 편지를 받은 수신인
나를 담는다.

영상 안에서 내가 쓰고있는 글은 독일에 있는 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쓰는 편지이다. 작은 기기 너머로 쉽게 전하는
말과 달리 글로 써내려가는 편지에는 나의 성찰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들어있다. 나는 그런 내 모습 이 부끄러워 감추고
싶어했고, 그것에서 내가 쓴 편지가 다시 나에게로 도착 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Link to Video

안부를 전하며 (Liebe Grüße)
2015, 영상설치, 2채널 영상설치, 9분42초, 컬러, 사운드

빨대 Strohhalm
작업의 제목은 같은 뜻의 단어가 두 개의 언어 ; 한국어와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다. 작업 <빨대 Strohhalm>에서
나는 타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경험을 영상 매
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전환하였다. 새가 물 속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 속의 물고기가 물 밖에 새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에 대한 어릴 때의 궁금증이 이 작업을 시각화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2013
물과 공기는 작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두 나라, 한국과 독일
을 대입한 소재였고, 나의 입은 다른 두 언어; 숨과 물을 통해
두 개의 다른 공간을 소통하고 연결한다. 마지막의 네 마디에
는 영상이 사라지고 네 마디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상의 음향을 통해 작업 밖에
서도 계속되고 있는 소통의 시도로써 “끝나지 않는 끝“을 의미
한다.

Link to Video

빨대 Strohhalm
2013, 단채널영상, 5분 48초, 컬러, 사운드

빨강과 숨 Red and Breath
이 작업은 어떠한 언어가 소리신호로써 귀로 들어왔을 때,
의미가 되는 혹은 되지않는 상황에 기인한다. 사람의 다섯가지
지각 중에 청각 지각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다. 보이는 색과
보이지 않는 색을 인지하는 것을 소리언어의 이해와 불이해의
요소로서 병치하였다.

2013
내용과 형태로 구성되는 언어에서, 전달되지 못한 언어는
입의 움직임으로 남는다. 이 움직임의 하나인 날숨은 전달되지
못한 내용으로써 (말)풍선을 점점 부풀린다.영상의 초반에는
채워지는 말풍선는 무슨색인지 인지할 수 없지만, 빨간 색이
전체영상에서 걷히고 나면 빨간색 말풍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빨간색, 빨간 실은 독일에서 중심생각, 요점의
의미를 지닌다. 영상이 투사된 하얀가루로 만들어진 작은 산과
같은 물체는 모래성과 같이 쌓을 수도 있지만 쉽게 날아가버
릴 수 있는 언어의 양면성을 은유한다.

Link to Video

빨강과 숨 (Red and Breath)
2013, 영상설치, 단채널 영상, 1분 36초, 컬러, 사운드, 밀가루

점 세개 Three Dots
공간의 가운데에 반투명한 천이 바람에 따라 천천히 움직인
다. 그 천 위에 보여지는 영상 안의 나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관람자를 향해, 말할 때처럼 입을 움직여 껌을 씹고 있다.
내 앞의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 있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면, 우리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나의 움직임은 내용이 비어
있는 언어의 형태가 된다.

2013
말을 하듯 구강을 움직이며 만든 껌은 말을 내뱉듯이, 던지듯
이 혹은 무엇을 주는 듯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하지만 소통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껌들은 투명한 벽에 부딪히
고 내용이 비워진 기호문자 ...(말줄임표)를 보여주며 끝을 맺는
다. 그리고 이 작업 설치에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고, 공기가
안 밖으로 소통되는 유연한 화면의 소재와 영상 안의 껌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소리는 소통 매체임
과 동시에 경계를 나누는 언어의 다른 두 성격을 상징한다.

Link to Video

점 세개 (Three Dots)
2013,영상설치, 단채널영상, 5분 48초, 컬러,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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