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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What comes to my mind when I think of the
new order in the world? The Globalization
process, the dread of the terrorists attacks, the
Money flow, the Global Market, the obtrusive
ads, the mass-media influence, the TV obsession, the WWW, the mobile communications,
the IT innovations... These are some of the features of our dynamic everyday life where must
be fast, smart, and flexible in order to survive
and prosper...
In this time artists no longer contemplate the
surrounding world but take more active position as interpret and criticize it, and thusly show
the phenomena that are part of our reality, for
better or worse.
The selected works reveals some of these occurrences, like the over-information and consumption-oriented consciousness of people, and
alienation and indifference to the things that
happen around the world. The artists observe
the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in our modern
world and interpret its different aspects, which
we usually do not see in our fast-paced and
pragmatic everyday life, and which enable the
viewer to see the surrounding world through
the prism of artistic imagination.
In other word what do we offer you are some
coffee for being always awake... with sugar
–compliments of the artists - to sweeten the bitter taste of the modern life...

_Galia Dimitrova, Curator of InterSpace
Initiator of Coffee with Sugar
concept&program



INTRO

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
엇일까? 세계화된 과정, 영역 침범에 대한 두려움, 재화
의 흐름, 세계 시장, 현란한 광고들, 매스 미디어의 영향,
TV를 통한 강박 관념, 월드 와이드 웹, 모바일 커뮤니케
이션, IT 기술 혁신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역동적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들이며,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더욱 똑똑해질 것이며, 유지하고
발전되기 위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예술가는 더 이상 완벽하게 세상을 조망
할 수 없지만, 해석과 비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예술가는 이제 우
리의 현실의 일부분을 더욱 좋게 혹은 더욱 나쁘게 표현
할 수 있으면서도 예술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드
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커피 위드 슈가를 통해 모아진 작업들은 이러한 현
상들을 과도한 정보로써, 그리고 사람들의 고유한 의식
이 소비되고 있는 현상으로써 고스란히 잘 드러내고 있
으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차이점과 변화점
을 표현하고 있는 작업들로 구성되었다. 예술가들은 이
제 사회 문화적 프로세스들을 다른 관점과 현대적 시각
을 통해서 재해석한다. 그것은 우리의 빠른 일상의 패턴
과 실리적인 관점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
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작품에 다가서는 관객으로 하여
금 예술가의 이미지를 통하여 세상을 둘러싼 것들을 바
라보게 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피 위드 슈가>의 작품들을 통해
서 사람들을 항상 깨어있게 하는 커피와도 같은 각성
제의 역할과 현대의 씁쓸한 삶에 달콤함을 더해주는 설
탕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_불가리아 인터스페이스 큐레이터
커피위드 슈가 최초 전시 기획자
갈리아 디미트로바



INTRO
Shall we enjoy coffee with sugar?
What ‘Coffee’ stands for?
What ‘Sugar’ stands for?
Right! Coffee is symbolic word of “Awake to”
and Sugar is one for “Sweetness”
Coffee with Sugar (CWS) begins from this kind
of basic idea.
For a long time, art has had a similar role with
“coffee.” Even it not for all art pieces, it is true
that art makes people “awake” to their society
or life.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art works
which mention about society, when we look
over our contemporary art scene. Especially,
Korea is only one divided country by ideological conflicts. Furthermore, Korea is still in the
war. To summarize with one sentence, we lives
in politically unstable situation. But, why art is
in silence?
We would like to talk about our society/country
through art. We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other countries through the art. But it doesn’t
mean we want to know big name countries such
as US or Japana.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know more and better unknown countries. Our
initial intend is to only focus on country which
have had cataclysm, but now we have a bit more
broaden critical point. Even it doesn’t mention
directly abaout its own political point of view,
if it mentions about reality and has a critical
point, then it is worthwhile to see it with care.
We might include UK or Germany, but it is not at
this moment in a future.
We take off one step from Bulgaria which is not
well-known country and had had sudden political/ideological changes. CWS believe that this
journey from Bulgaria to other countries will
make us have the right sense to the world.
Then, how to communicate these topics with
general audience? One clear thing is it should

not too much serious or heavy. It needs to be
added some “sweetness” to the serious theme
like sugar to be added into coffee for sweet
taste. That is the second but important point.
Even they are talking about serious theme; they
should keep holding sense of humor or wit. CWS
believes this way helps to come close to the audience. In the same context, CWS get out from
museums or galleries and come to café where
people meet friends and talk, laugh and sometimes drop some tears. In order to meet many
audiences, CWS make network with different
café venues. We don’t make any white cube or
black box for screening. There is no signboard
which notifies this place is “not allowed chatting with big voice, not allowed food, not allowed take photos etc.” With iPod and computers, we come to the audience friendly. Though
CWS, we expect that art is lively talking not only
to museum goers but also to people in their ordinary life,.
Following above description, CWS is not just
one-time exhibition. Rather, CWS is close to the
on-going visual research of different country
or cultural, political environment. It is a kind of
journey to the world though art. We will meet
many artists, curators and friends during the
journey. It will be sure that we realize art helps
us to make better world.

_Nathalie Boseul SHIN
Director, Lab.preparat



INTRO
‘설탕 커피’ 한잔 드실래요?
전시 제목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설탕 그리고 커피.
커피와 설탕은 각각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커피는 각성제, 즉 ‘깨어 있게 해 주는 것’의 상징적
단어이며, 설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달콤함’이다.
‘설탕커피’ 프로젝트, 영어 원문으로 <커피 위드 슈가
Coffee with Sugar> 프로젝트는 이처럼 아주 단순한 생
각에서 시작되었다.
돌이켜 보면, 예술은 오랜 시간 커피 같은 역할을 해 왔
다. 물론 역사 속 모든 예술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예술은 삶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
있게 하는 역할을 톡톡하게 해 왔다. 소위 말하는 현대미
술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동시
대 미술이라 불리는 현대미술 속에서 사회에 대한 언급
을 하는 작업을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이념적
으로 북한과 대치하며, 분단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한
국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묻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현대미술은 이렇게 착하고 조용하
기만 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졌다. 뿐만 아
니라, 예술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던 나라는 익히
알려져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아니었다. 그
렇지 않은 나라. 우리보다 더 급격한 격동의 시절을 겪
고 있는 나라, 좀 더 확장시켜본다면 비판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나라. 이러한 지점들을 예술이라
는 이름으로 건드리고 있는 작품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물론 대부분의 작품들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보
여주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들은 우회로를 선택한 듯
하다. 다소 간접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정신으로 세상과 사회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들을 만나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나
라들의 작품들을 만나는 날이 올 수 도 있다. 그러나 분
명, 그러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아직 우리가
둘러보아야 할 작고 낯선 나라들이 많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나라는 불가리아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최근 갑작스런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나라. 그 나라의 작가들이 바라보는 새
로운(?) 불가리아의 모습을 보기로 했다. 이렇게 불가리
아에서 시작된 <커피 위드 슈가>는 각 에피소드마다 다
른 나라를 향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긴 여행을 통
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커피 위드 슈가>와 같은 프로젝트는 작품의 수준 만
큼이나 관객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너무 심각하거나 무겁게 되면, 관
객은 외면하고, 정작 전달하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쓴 커피에 달콤한 설탕을 곁들이듯, 조금
씩 조금씩… 그렇게 무겁고 심각함을 희석시킬 필요도 있
다. 무거운 주제로 관객을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
니라, 커피에 더해진 설탕이 하듯, 약간의 유머나 위트가
가미된다면 사람들은 작가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작품이 상영되는 장소를 일반 갤
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울고 웃
는 공간인 카페라는 곳을 선택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인근 카페들을 네트워킹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한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를 바랬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상영하
기 위한 화이트 큐브나 블랙박스도 생각지 않았다.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오”라는 경고문도 없고, “음식을 가
져오지 마세요”, 라던가 “사진 촬영 금지”와 같은 규제문
도 없었다. 단지 조그만 아이팟과 컴퓨터를 비치하고, 이
를 통해 작품을 상영하기로 했다. 가급적 카페 공간의 원
래 목적을 흐트러트리지 않되,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
가가 낯선 다른 나라에서 온 작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작
품을 통해 들어보기만을 원했다. 그렇게해서 미술관이라
는 정형화된 전시장소 뿐 아니라, 카페 같은 일상적인 장
소에서도 관객이 작품과 소통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커피 위드 슈가>는 그저 한 번 해 봤
던 일회적인 전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정
치적인 상황들을 시각예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장기
적인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아마 예술과 함께 하는 세계
여행이 될 것이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많은 예
술가들과 큐레이터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고 소소한 움직임을 통해 예술
이 우리의 세상을 좀 더 멋지고 신나게 바꾸어 줄 것이라
고 확신한다.

_프레파라트 연구소 디렉터
신보슬



INTRO
Coffee ‘with’ Sugar,
Be a Bitter Sweet & Intriguing Refreshment
1. Coffee with Sugar from a Faraway
Land, Bulgaria
The project ‘Coffee with Sugar’ was first started
from Galia Dimitrova, a curator at Bulgarian
media center, Interspace. According to Dimitrova, there is a function in Coffee and Sugar
each: Coffee is to be always awake to what goes
around in society and Sugar is to add some extra flavor which spices up our lives with wit and
sense of humor. This is where she got the idea of
initiating the curatorial project. En route to presenting such art works, there comes a moment
to focus on the synthesizing feature of coffee:
That is to enjoy and recognize the function and
role of Coffee and Sugar. In media art works, we
can find them that both stimulate and lighten
up our senses.
This is especially special since the media art
has been widely used as an artistic channel
for young artists to express their critical perspectives toward society. Particularly, Bulgaria,
where CWS has originated is a nation that had
experienced immense socio-political upheaval
due to its ideological changes in 1990s. The shift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represented as a
flow of capital and market formation also produced massive social problem at the same time.
For Bulgarian artists who went through social
cataclysm, this newly emerged tool appealed
much after 2000 as a method of art expression
and society critique. In their works, they do not
employ advanced techniques like in Korea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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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some chic skills that many artists might be
interested in. For that reason, to us who are already adapted to vivid, intense, and colorful images as from MTV, their works might seem a bit
bland. Nevertheless, through these series of art
works with unique visual orientation and witty
storytelling, they provide a chance to peep into
exotic regional aspects with foreign images
and the language we hear beyond the video.
Through this experience, we would be amused
and further develop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cultural and social setting,
2. Artistic Playground where Art Communicates with Society
To introduce media art works from a far away
country like Bulgaria, Lab. Preparat has organized such a project as CWS to share the works
with Korean audience. The project will be presented at three exciting cafes around Hongik
University, where audience can naturally exposed to coffee and people, an occasion that
can add up some spices to ordinary daily lives.
First started with Bulgarian works, the project
will be extended to cover Danish and Turkish
art works. Through this unusual opportunity to
share media art works with rather unfamiliar
countries, CWS will serve as a meaningful step
to get to understand other societies and to explore common artistic language that touches
the hearts of many.

INTRO
커피 ’위드’ 슈가,
달콤쌉싸름한 매혹적 각성제가 되어라
1. 낮선 나라, 불가리아에서 출발한 커피 위드 슈가

유한 지역성을 잘 나타내기도 한다. 더불어 보편적인 웃

커피 위드 슈가는 불가리아의 미디어 센터, 인터스페이

음을 자아내기도 하며, 그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

스(InterSpace)에서 큐레이터 갈리아 디미트로바(Galia

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Dimitrova)의 전시로 처음 시작 되었다. 그녀에 의하면
커피는 사회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있게 해주는 각성제

2.사회와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적 교류의 놀이터

역할, 그리고 슈가, 즉 설탕은 우리의 삶에 달콤함을 선

프레파라트연구소는 이러한 먼 나라 불가리아의 미디어

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각성제

작품을 커피 위드 슈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에 소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위트와 유머가 빠지지 않는 작품들

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작품들은 홍대

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전시였다. 그런데 이 프

앞의 재밌는 카페 3곳에 나눠서 상영되며, 커피와 사람을

로젝트에서는 ‘커피 위드 슈가’는 ‘위드’에 초점을 맞춰야

만날 수 있는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일상적 삶에 자극

할 순간이 온다. 커피와 슈가를 각각 다른 곳에서 찾는

이 될 만한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한 전시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있는 작품을 살펴본다는 취

이기도 하다. 또한 불가리아의 미디어 작품을 상영한 이

지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커피와 설탕을 각

후 덴마크, 터키, 스페인, 인도, 슬로바니아 등의 나라와의

각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우러져, 우리의

미디어 작품의 교환 스크리닝을 통해서 커피 위드 슈가

뇌에 기분 좋은 각성제가 되어 서로의 시너지를 확인하

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커피 위드 슈가 프로

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미디어 작품을 통해서 누려보자

젝트는 우리나라와의 예술적 교류가 많지 않은 나라들과

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를 사용하는 영상 작업은 젊은 예

의 미디어 작품의 교류를 통해서 각 국의 사회를 엿볼 수

술가들에게 큰 부담감 없는 사회 비판적 기제로 사용하

있으며,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적 공용 코드를 해독해 볼

기에 적절한 매체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로젝트가 출발하게 된 불가리아는 90년대 급변하는 이
데올로기의 진통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에

3. 대한민국에서의 커피 위드 슈가의 의미

서 자본주의로의 변환은 자본의 유입과 시장의 형성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쯤 낯선 나라 작업의 소개가 왜 중

라는 새로운 환경들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물론 작품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회적 문제들 역시 계속 대두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

문화와 예술을 접해보는 경험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경을 경험한 불가리아의 예술가들은 2000년 이후 미디

있는 나라들과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흥미롭게 생각하

어를 예술과 현실 비판 기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흥미로

는 시각으로의 출발점은 명백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

움을 느꼈다. 그들의 작업은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기술

환 스크리닝을 통해서 한국 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는 것

을 사용하지도, 예술가라면 갖고 있을법한 세련된 기술

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

을 구사하지도 않는다. MTV와 같은 화려하고 현란한 이

라에서 커피 위드 슈가에 어울릴만한 사회 참여적 작업

미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어쩌면 조금 촌스럽게 보

을 찾아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라고 생각한다. 예

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

술이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

한 시각적 구성과 위트 넘치는 이야기의 전개는 이국적

는 예술이 발언하는 사회를 통해서 더 좋은 세계를 만들

인 풍경이나, 생소한 언어의 등장과 같은 그 나라만의 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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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ffee with Sugar in Korea
At the time when we organized the project, I
took some time thinking about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media art works from unfamiliar countries. Before everything, encountering
with distinctive culture and art, and recognizing
the differences would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Moreover, preparing a platform for
Korean media art works to enter international
arena through this screening exchange would
be another meaningful step. However, it would
be somewhat challenging to find such societyinvolving activities in Korea as in CWS.
Ar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reflect what
goes around society. But, we Lab. Preparat believes in the dynamic of art that it will make the
world to stand on the better environment. Korean society is weaved with a variety of stories
due to its unusual political situation and rapidly
grown economy under the catchphrase of promoting individual interests and social wealth &
power. Yet, this story-provoking social setting
didn’t actually lead to art works that interacts
with society vigorously.
In this project, it was our keen interest to collect
the society-reflecting works or those that have
strong will to take an active role in society. This
collection of work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round society and raise awareness of
what really goes on around us. Alongside the
social aspect, the works will color our everyday
lives with unique artistic features.

10

4. Society from the Lens of Art, Possibility of Culture Translation
Umberto Eco once mentioned about the possibility of cultural translation, illustrating a different
standard of drinking and serving coffee. Imagine a phrase, ‘He drank a cup of coffee at once
and left’ For espresso which is enjoyed widely
in Europe, it is possible to drink coffee straight
away as described in the phrase, but, for Coffee
served in a big cup, as the way in United Stat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do the same thing exactly. It is just too hot and too much.
Though this dissimilar manner of defining a cup
of coffee, I would like to approach the value of
CWS. As with different style of drinking and enjoying coffee, the stories from different countries vary significantly. However, interestingly,
these dissimilar stories intrigue us. We do not
and perhaps can not change the way of enjoying our coffee, however, while interacting with
others, the series of action can create a global
community. Tasting others’ coffee, admitting
the differences, and adjusting the amount of
sugar would be something that coffee and art
have in common.

_Yoonsun SHIN
Curator, Lab.prep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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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겪고 있으면서, 개인의 안위와 사회적 부강을 앞장
세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우리나라의 뉴스는
매우 다채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적 작품
이 거의 부재 상태라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에 생명을 불
어 넣은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를 보여주는 유리로써의 예술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를 반영하거나 의식적으로 사
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모아보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다. 이러한 작업들의 다양한 추이를 살펴보면서 안일
하고 규준화 된 사회에 만족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귀를 새울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
어 이러한 작업들은 예술적, 혹은 유희적 성격을 잘 소화
시켜 우리의 건조한 삶에 화창한, 상큼한 활력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예술을 통한 사회, 문화 번역의 가능성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가 문화 번역의 가능성을 이
야기 할 때 나라마다 규준이 다른 커피의 양과 농도를 예
를 든 적이 있다. 소설 속의 문장 중에서 ‘커피 한 잔을 단
숨에 들이키고 있어났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치자. 유럽
에서 흔히 마시는 에스프레소는 단 숨에 들이키고 일어
날 수 있을법한 커피이지만, 미국에서 큰 머그컵에 마시
는 커피는 단숨에 마시기에는 너무 많고 뜨겁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커피 위드 슈가를 표현하고 싶다. 각 나
라의 이야기는 너무 다르다. 같은 커피임에도 그 내용이
다르듯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 국의 고유한 커피 이
야기에 흥미를 느낀다. 호기심을 갖는다. 관습과 일상이
마시던 커피 습관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지만, 그 커피들
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글로벌 월드를 생성해 나
가는 것이다. 서로의 커피 맛을 살피고 그 차이를 인정
하면서 설탕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교류하는 것
이 커피와 예술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_프레파라트 연구소 큐레이터
신윤선

11

GENERAL INFO
• Host
Lab.preparat www.preparat.org
• Co-organizers
InterSpace(Sofia, Bulgaria) www.i-space.org,
Netfilmmakers(Copenhagen, Denmark) www.netfilmmakers.dk
Nomad(Istanbul, Turkey) www.nomad-tv.net
• Dates
1st June 2007 ~ 2nd May 2008
• Venues
Korea : Café Vam(only episode 1 Bulgaria), yri cafe, Cafe factory,
Café VW(from episode 2 Denmark)
Bulgaria: The Tea House, The A:partment
Denmark: The Bubble Contemporary art, café Karriere
Turkey: Akbank Art and Culture Center
• Schedules
Episode 1 Bulgaria: 1st June - 30th August 2007
Episode 2 Denmark: 19th September - 30th October 2007
Episode 3 Turkey: 14th November - 30th December 2007
Episode 4 Korea: 20th March – 2nd May 2008
• Curators’ talk
22nd October 2007 @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Lecturer: Galia Dimitrova, Annette Finnsdottir, Iben Benzen, Basak Senova
• Artists’ talk
Bulgaria: 20th March 2008 @ AIR Space
Turkey: 29th March 2008 @ Akbank Art and Culture Center
Denmark: 3rd April 2008 @ The Bubble Contemporary art, café Karriere
• Theme

GENERAL INFO
• 주최 
프레파라트연구소 www.preparat.org

• 공동 기획 
불가리아 인터페이스 www.i-space.org
덴마크 넷필름메이커스 www.netfilmmakers.dk
터키 노마드 www.nomad-tv.net

• 전시 일시  
2007년 06월 1일 ~ 2008년 5월 2일

• 전시 장소 
한국 : 카페 밤(에피소드 1) 이리 카페www.yricafe.com 
카페 팩토리www.cafefactory.co.kr 카페 VW(에피소드 2, 3) 
불가리아 : The Tea House, The A:partment
덴마크 : The Bubble Contemporary art, 카페 Karriere
터키 : Akbank Art and Culture Center

• 전시 일정 
에피소드 1 불가리아 : 2007년 6월 1일 ~ 8월 30일 
에피소드 2 덴마크 : 2007년 9월 19일 ~ 10월 30일
에피소드 3 터키 :  2007년 11월 14일 ~ 12월 30일
에피소드 4 한국 : 2008년 3월 20일 ~ 5월 2일

• 특별강연 및 심포지움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토탈미술관 www.totalmuseum.org
강연자 : 갈리아 디미트로바, 아네트 핀스도티어, 이벤 벤젠, 바삭 세노바

• 한국 선별 작품의 해외 아티스트 톡 일정 
불가리아 2008년 3월 20일
터키 2008년 3월 29일
덴마크 2008년 4월 3일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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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ace.org
InterSpace Association was found in 1998 as a non-profit association of artists, informatics engineers and do-it-yourself media makers. Since then the
organization has been active in realization of art projects, organization of
events, in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all linked to our attempt to contextualize, exploit the potential of and apply new technology to network
and community building.
Our present activities are organized in four major programs – education, art
and culture, technologies and self sustainability.
Education
InterSpace has carried out a series of educational courses and programs, related to new technologies, digital media and culture management. The aim
is to increase the qualification in the field of new media and informational
and communicational technologies, which is achieved through initiating and
leading courses in new media,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r general use
and open source software for multimedia instruments.
Art and culture
In the past few years InterSpace strengthened its name as a leading Bulgarian organ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 using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new media. We realize projects, which represent innovative artistic practices. Our regular events oriented towards local new media
communities are: Net User Conference and Working camp, Cinemasports,
Upgrade Sofia Meetings. Our residential program aims to network different
contexts in contemporary arts and enrich the local art scene.
Technologies
InterSpace boasts a lab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reating and testing
of open source software and new ICT solutions and as an organisation, which
relies on new and unique approach, we ensure original technological decisions for implementing artistic projects. InterSpace has a leading role in
building Bulgarian community for open source multimedia products and its
networking with international fora.

Bulgaria

Self sustainability
As an organisation with rich experience in the field of New media and technologies, InterSpace developes consultancy activities and runs its own Web
studio.
InterSpace not only creates contemporary culture in Bulgaria. InterSpace
makes in visible for everyone.
Now InterSpace team includes 11 artists, managers, software and hardwar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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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스페이스는 비영리 단체로써 1998년 예술가들과 정보 과학자들 그리고 D.I.Y. 미디어
창조자들의 연합으로 출발하였다. 그때부터 꾸준히 아트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기획하고, 리
서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
두 맥락화와 잠재력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네크워크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시도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 교육, 예술과 문화, 기술과 자생성
이 그것이다.

교육
인터스페이스는 교육적인 코스와 프로그램을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 앤 컬쳐 매니
지먼트와 연동하는 시리즈로 활동해왔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뉴미디어 아트 필드의
질적인 향상과 정보 제공적이고 집단을 기초로 하는 기술의 증가를 위해서이다. 이는 뉴미
디어와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활용 그리고 멀티미디어
도구로써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안에서 발휘하는 창조력와 지도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과정이다.

예술과 문화
지난 몇 년 동안 인터스페이스에서는 뉴미디어아트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불가리아의 현대 미술의 발전과 조직화를 이끄는 것에 힘을 쏟았다. 우리는 혁신적인 예술
의 실험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우리의 이벤트들은 국내의 뉴미디어 커뮤니티에 기반하
는 것이다. 그것은 넷 유저 컨퍼런스와 워킹 캠프, 씨네스포츠, 업그레이드 소피아 같은 것
이었다. 우리의 레시던스 프로그램은 현대 미술 안에서 다른 맥락으로 접근하는 작가들 사
이의 교류와 국내 현대 미술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테크놀로지
인터스페이스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ICT 솔루션을 조사, 개발,
창조, 테스트 하는 것을 주요로 한다. 그것은 새롭고 독특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는 오리지널 테크놀로지가 예술적 프로젝트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인터스페이스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지는 멀티미디어 작업과 그것의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불가리아인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이끌어 낼 것이다.

자생력 
뉴미디어 아트 필드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된 인터스페이스는 컨설턴트 활동
과 고유의 웹사이트를 구동시키는 것을 통해서 발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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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advert laborator

Borjana Pandova
&

Todor
Karastoyanov
video, 2005, 8 pieces (from
1 to 3 min), total: 16 min,
color, sound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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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nfo

+작품정보

Whatever-advert lab plays with the basic cliches of

Whatever-Advert Laboratory는 구매 의욕을 목적으로 반

the TV commercials, with their repetitive messages:
to-buy-products aim. Whatever-advert lab takes the
format, some of the tools of the commercials and
set them to work in different direction - instead of
selling products they offer and share ideas. It is at
the same time ironic toward all the TV addicted
and quite positive to those who can take it as an
anti-propaganda of the indispensable shopping.
The length of the videos also plays with the length
of the TV commercials as well as it plays with the
MTV pop-song videos’ format, staying in between,
thus being somehow uncomfortable. The video
format stays just in the begging of the idea. The
artists aim to use the idea for other types of media
as radio, internet, poster, exhibition, longer documentary formats.

복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진부한 TV 광고를 작품의 소
재로 사용하여 작업을 구성하였다. 상업적인 광고의 구성
요소들을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는 다른 방향을
통해서 작업을 전개 시키고 있다. 그것은 상품을 파는 것
대신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
든 TV들은 중독현상과 꼭 필요한 쇼핑에 대한 반-선전적
인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져온다. 또한 비디
오 작품의 길이는 TV 에서의 상업적 광고의 길이와 같으
며, 그것은 MTV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op-song 비디오
의 형식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인지 그 사이에서
머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한다. 또한 이
비디오 안에서의 형식은 아이디어에 호소하고 있다. 작가
는 아이디어가 라디오, 인터넷, 포스터, 전시, 더욱 긴 다튜
멘터리와 같이 각기 다른 형식의 미디어를 위해서 사용되
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ARTWORKS
The Real Thing

Adelina
Popnedeleva
&

Michel Beck
video, 2000, 4:00 min,
color, sound

+Work Info

이 비디오는 퍼포먼스의 결과물로써 제작되었다. 이 작품

The video is result of a performance, which main

의 주된 내용은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object is the advertisement as a self-advertisement
that is realized in one of the best for those purpose
locations in the world – New York City. Adelina’s
self- advertisement starts even with the traveling
to the US, during which she wears clothes “patterned” with some well-known ads, as the name of
the products are replaced with the artist’s name. At
JFK airport the Bulgarian artist is met from her colleague dressed like Miss America and presents to
Adelina a glass box “collected” the thousands reflections of New York. The performance continues
on Times Square where they have a dialog using
only advertising slogans.

을 광고하는 것은 이 세계, 혹은 뉴욕에서 가장 좋은 자리
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작가
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다. 작가 아델리나의 광고는 미
국 여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그녀는 잘 알려진
광고가 새겨진 ‘정형화된’ 옷을 입었으나, 그녀가 입은 옷
을 자세히 보면 브랜드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 할 곳에 예
술가의 이름을 새겨져 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불가리아
예술가는 미스 아메리카처럼 옷을 입은 그녀의 동료를 만
나게 되고, 그녀는 아델리나에게 수천 개에 달하는 ‘수집
된’ 뉴욕의 모습을 유리 박스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 일
련의 퍼포먼스는 오직 광고의 언어로만 소통이 되는 타임
스퀘어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

Bulgaria

+작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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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e-You see

Daniela Kostova
video, 2002, 30 MIN,
Color, sound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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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nfo

+작품정보

This video is continuation of the previous Daniela
Kostova work – I see. Using organized sight seeing tours in Sofia and New York the artist tries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perception of the unknown. Such tours are always very attractive but
give unreal image for the places. Comparing two
totally different realties of those cities, which she
explores as a ‘tourist’, the artist re-places the attention from the center to the periphery and vice versa. Playing with the video image she tries to trace
the thread of the cross-purposes between what we
see and that we understand.

이 작품은 다니엘 코스토바의 이전 작업인 <I see>의 연
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소피아와 뉴욕, 이 두곳의 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소재로 하는 이 작업은 작가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
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의 여행은 항상 매우 매혹적인 반면에 특정 장소에 대해
서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작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작가 스
스로가 ‘여행자’의 입장으로 두 도시를 탐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장소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부터 주
변으로, 그리고 그 역방향으로 재위치 시키고자 하는 시도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RTWORKS
10 minutes art world

Kamen Stoyanov
video, 2003, 10:00 MIN,
color, sound

+작품정보

+Work Info

이 작품은 예술적인 맥락 아래에서 해석 될 수 있는 세계

The video reviews issues related with the globalization in terms of the artistic context. The artist is
looking through the Taschen’s album The Art Today and asking the questions: Is there a global art?
Which are the market principles the distribution
of the art works and the migration of the artists
are dependent on? Which powers effect the connection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in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how far we can think of globalization as an universal phenomenon as it has diverse dimensions in the different locations.

화에 대한 주제를 재조망 한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속에
등장하는 Taschen’s album The Art Today 를 통해서 세상
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진다. 그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인 예술이 있는 것인가? 예술 작품으로 상정되어
있는 시장의 원리와 예술가들의 이주는 무엇에 달려 있
는 것인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권력들이 중심
과 주변 사이의 오고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
고 우리는 과연 다른 지역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나누어
져 있는 우주 현상 속에서 세계화를 얼마만큼 넓게 상정
할 수 있을까?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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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ilmmakers’ netgallery was founded in Copenhagen, Denmark 2004 by
Annette. It is a non-commercial gallery which consists of a virtual projection
space for visual artists and filmmakers. Hereby we provide access and network for users and spectators to current and past editions of contemporary
content.
We develop and produce this content: We launch a new edition every three
months with three new works produced explicitly for Netfilmmakers. The artworks are created by Danish and international artists within a given theme.
Netfilmmakers has since it started in 2004 launched 11 editions and the
theme for each edition provides a theoretical and a discursive frame. As for
instance “Game of Navigation” used “Language of New Media” by Lev Manovich, Memory Box worked with “Nostalgia for a Digital Object” by Vivian
Sobchackwith and “Cut Up” with the methods of the American beatwriter
William S. Burroughs. The platform of Netfilmmakers is intended for exploring the possibilities for netfilm, netvideoart and netart and for burst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genres for moving images. The artist is not tied to
use a player for exhibiting hers or his work, but is provided with a browser
window (or as many as needed) as the exhibition space. This gives a range of
possibilities for working with the net as a media in its own right.
In connection with launching of a new edition we arrange an artisttalk at a
physical space. We move between different spaces in Copenhagen and try in
this way to reach different audiences and to place internet art on the map in
the Danish contemporary artscene. We try in this way to avoid a ghettoization of the art we present and represent and in a humble way strengthen the
digital literacy. Iben Bentzen has been the moderator on nearly all of these
talks and the artists are usually very happy that their art get addressed and
discussed.
The archive of Netfilmmakers count 33 works which can be viewed at any
time and here can also be found documentation videos from many of the artisttalks. Netfilmmakers invite different artists to make a short videoimpression from the artisttalks, which makes the these documentations very original and viewable. There are also theoretical texts, photos etc. to be found
and read in the archive.

ABOUT

NETFILMMAKERS

넷필름메이커스의 넷 갤러리는 200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아네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비영리 갤러리로써 시각 예술가들과 영상 작업자들을 위한 웹 상의 상영 공간으로 이루어
졌다. 이 갤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웹의 사용자와 관객들에게 현재와 과거에 전시되었던 동
시대적 시각 예술을 선사하기 위해서 접근의 용이와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넷 갤러리를 통해서 생산하고 발전시킨다. 3개월마다 넷필름메
이커스를 위해서 제작된 3편의 새로운 작품을 새롭게 편집하여 상영한다. 여기서 상영되는
예술작품들은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덴마크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해외의 예술가들에 의해
서 만들어진다. 넷필름메이커스는 2004년부터 11개의 주제에 따르는 각각의 상영을 선보
였으며 각각의 주제들은 이론적이고 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들이었다.
이와 같은 예로 레브 마노비치의 “새로운 미디어의 언어”를 사용하는 “Game of
Navigation”, 기억의 상자로 작동되는 비비안 소브책위스의 “Nostalgia for a Digital
Object”, 그리고 미국의 비트작가인 윌리엄 부르흐스의 “Cut Up”과 같은 작업들이 있었다.
넷필름메이커스의 플랫폼은 넷필름과 넷비디오아트, 그리고 넷아트의 가능성의 포진을 위
해서 형성되었으며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장르와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예술가
들은 그들의 작업을 전시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시 공간과 같은 브
라우저 윈도우를 (혹은 필요한 만큼 많이) 제공하였다. 이는 고유 권한이 존재하는 미디어
인 넷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어떠한 가능성을 선사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획이 전개될 때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아티스트 톡을 진행한다. 우리는
코펜하겐의 여러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매번 각기 다른 관객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
며 덴마크 현대 미술계 안에서 인터넷 아트라는 하나의 국면을 선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시도 속에서도 예술을 고립시키는 것을 지양하면서 표현하고 재현할 것이며, 겸손한
자세로 디지털 교양을 좀 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벤 벤젠은 이러한 아티스트톡에서 조율
자 역할을 해왔으며, 예술가들은 매번 그들의 예술 작품에 관해서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했다.
넷필름메이커스의 작품 아카이브는 총 33편이다. 이는 관람객이 언제라도 찾아 볼 수 있으
며 아티스트 톡에 관한 기록 자료들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넷필름 메이커스는 아티
스트 톡을 통해서 잔잔한 비디오 감흥을 선사하는 매우 많은 예술가들을 초대하였으며, 아
티스트톡의 기록자료들은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론적 글들과 사
진과 같은 것을 아카이브를 클릭함으로써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다.

Denmark
25

ABOUT NETFILMMAKERS
ARTWORKS INFO
art works section 1
art works section 2

Postcards-Tivoli

Nanna Debois
Buhl
2006, 16mm film
transferred to DVD,
11minutes, stereo
sound, colour came,
RA: Jesper Fabricius,
Sound: Pejk Malinovske

+Work Info

+작품정보

The film "Postcards - Tivoli" consists of a series of
fixed-camera tableaux from the amusement park
Tivoli, founded in Copenhagen in 1843.

<티볼리 엽서들>은 1843년 코펜하겐에 놀이 동산으로
만들어진 티볼리 공원을 고정된 시점으로 촬영한 것이며,
이 작업은 시리즈로 진행하였다.

The film concerns how the orientalist architecture
of Tivoli from the late 19th century was a Danish
version of an orientalist trend coming from the
larger European capitals, especially London and
Paris. After Denmark's loss of Southern Jutland to
Germany in 1864, there was a movement towards
England and France in order to define national
identity as "non-German". Ideas of "the oriental"
became important factors in the national construction of identity.

이 작품은 19세기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던 건축가 티
볼리가 유럽의 런던과 파리 같은 큰 도시들에서 당시 크
게 유행하였던 동양적 이미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
용했느냐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덴마크는 1864년 유틀
란트 반도의 남쪽을 독일에 내어준 이후, 영국과 프랑스
를 상대로 "비 독일적" 정체성의 확보에 관한 운동을 개
진하던 때였다.

In the same period Tivoli hosted a number of "ethnic caravans" or "colonial exhibitions". But while
the orientalist architecture (and thereby the colonial past of England and France) is still visible in
the amusement park, the traces of Danish colonial
history are far less present.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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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ly the film consists of 16mm film recordings
from Tivoli. These are framed as postcards, with
people moving in and out of the picture. The sound
is a montage based on interviews and archive material concerning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Tivoli,
the colonial exhibitions as well as reflections on
entertainment and orientalism.

당시, "동양"에 관한 개념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 티볼리는 "민
족적 이주마차" 혹은 "식민주의적 전시"들을 다수 주최
한 바 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있는 건축가와
는 달리 이 놀이 동산은 아직도 즐거워 보이며, 덴마크
의 식민주의적 역사의 흔적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
는 것이 흥미롭다.
이 작품은 티볼리를 기록하는 16미리 영화로 먼저 만들
어 졌으며, 화면은 마치 엽서를 들낙날락 거리는 사람들
의 모습과 같이 제작되었다. 사운드는 인터뷰에 응한 사
람들의 음성과 오락적인 기능과 동양적인 이미지들을 아
주 잘 반영하여 만들어진 식민주의적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티볼리의 건축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제작된 기
록물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

ARTWORKS

SECTION 1 : Selected by Lab.preparat

Parking Lot Limbo
Jacob Tækker
2006,Betacam SP adapted
to DVD 11min ED 3

+작품정보

+Work Info

"주차장 림보"는 규모가 큰 비디오 설치 작업이다. 관객
이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 입구의 가까이에 한 쌍의 우산
이 놓여져 있다. 마침 방 안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
가 프로젝션을 통해서 내리고 있으며, 관객은 이 방 안에
서 우산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 방의 벽에는 영상이 상영
되고 있으며, 무엇이 상영되느냐에 따라 관람객은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쏟아지는 빗 속의 관람객은 그
빗 속의 상황을 허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픽션과 사실은 동시에
관람객에게 다가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관람객은 허구적
인 이 세상의 일부분이 되어감을 느낀다.

”PARKING LOT LIMBO” is a large-scale video
installation. The viewer encounters a construction
which is a room within the gallery space. Near the
entrance there are a couple of umbrellas. It’s raining inside the room and the viewer must use the
umbrellas for protection against the artificial rain.
In the room at the end wall there’s a film showing and the viewer is placed in a setting similar to
what’s shown in the film. In the pouring rain the
viewer experiences the fiction. In this sense fiction
and reality is brought together and the viewer
becomes a part of the fictitious universe.

* 림보(Limbo)
지옥의 변방-《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으며 그리스도교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착한 사람 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이교도·백치
의 영혼이 사는 곳》

The film is an endless, continuously running loop
– like a dream that never stops – however with a
certain narrative progression. The story takes place
in a parking lot at night in the rain. The focal point
is a man who is in a state of limbo – in depressed
paranoia, which develops into manic joy. Limbo is a
mental state filled with uncertaint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move on.
Jacob Tækker often places himself as the central
character in his video installations, which deals with
the human emotional state of mind, the routine of
everyday life and the conceptions of and motives
for man's actions.
The video installations also show the tragicomic
aspects of life in images that often manipulate and
com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ction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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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멈추지 않는 꿈과 같이 끝없이 계속 반복 상영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확실한 서사적 인과 관계는 존
재한다. 이야기는 어느 비 내리는 밤 주차장에서 시작된
다. 이야기의 초점은 *림보를 떠도는 한 남자에게 맞춰져
있다. 이 남자는 심각한 조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깊은 망
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림보는 전진할 수 없는
상태의 불확실한 정신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야곱 태커는 본인의 작품에서 종종 자신이 직접 주인공
으로 나타난다. 그 역할은 주로 일상 생활을 배경으로 하
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거나 인간의 활동 근원에 대
한 개념을 나타내는 역할이었다.
그의 비디오 설치는 희비극적인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는
삶의 이미지들이며 그 이미지들은 종종 허구와 사실간의
관계를 교묘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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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27
Miska Knapeck
2006, 44sec,
animaition, looped,
silent.

+Work Info

+작품정보

One of life's certainties is time and its passage.
But what are days and time more than rhythmical
encounters passing all too quickly Different lightlevels, fleeting memories, is all we re-collect. A lacking wholeness. Many beauties left unseen. Miskas
work aims to elucidate time and its rhythmical
nature. In a way, rawly (re)represent it, capturing
a day's flow, allowing focus, overview, recollection,
reconsideration and re-appreciation of it's great
many parts and continuities.

인생에서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시간과 그것의 경로이다.

http://www.netfilmmakers.dk/rytme/ Knapek/MiskaKnapek.html

속적인 것들에 대한 일상적 흐름을 포착하고 그것의 중

그러나 시간의 나날들은 왜 그렇게도 빨리 돌아가는 것
인가?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다채로운 우연적 만남
보다도 훨씬 빨리 지나간다. 각기 다른 불빛들과 우리의
곁을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기억들은 모두 재-편집
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전체적인 성질이 결여되어 있
으며,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보여지지 않은 채 남아있
기도 하다. 미스카 나팩의 작품은 시간과 그것의 다채로
운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의미로써의 본 작품은 매일 매일의 많은 부분들과 지
심을 잡고 전체의 상을 바라보며, 재수집하고 재고려하며
또한 재이해를 유도함으로써 그것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
로 나타내고자 한다.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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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Screen Copy Paste
Maria Lavman
Vetö
2005

+작품정보

+Work Info

이 작업 속의 레이어들은 화가의 불변성과 색과 형태의

하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면서 흘러나오는 것과

Layer by layer PrintScreen Copy Paste is created as
a painters constant and sensitive adding of colours
and shapes. Maria used the program Haohao by
Ichitaro Masuda to make this work. By moving the
mouse and pressing the mouse button she started
embryos of picture-elements. She decided to save
100 pictures within the same frame. To keep the
tempo she sang 'PrintScreen Copy Paste'.

동시에 이루어진다.

http://netfilmmakers.dk/memory/lavmanmarialavman.html

감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마리아는 이 작업을
이치타로 마수다의 하오하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하
였다. 마우스를 움직이고 마우스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녀의 그림 구성요소들은 태어나게 된다. 그녀는 같은 화
면 속에서 100개의 그림들을 저장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프린트 스크린 카피 페이스트'라고 노래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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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msel.net
Mogens
Jacobsen
2007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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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nfo

+작품정보

glemsel.net is an open and forgetful blog. 'Open'
means that you can contribute to it without registering or signing yourself up. That the blog is forgetful
means that entries disappear word by word. In the
end the only things left will be the date of the entry and the writer's name. A blog seems to remember
the history of activity made on it, Glemsel.net forgets
slowly and randomly as time passes.

glemsel.net 은 개방적이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블로그

http://miska.org and _http://knapek.org
mailmiska@knapek.org

sel.net 에서는 오직 천천히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잊혀지

의 형태를 띄고 있는 작품이다. '개방적'이라는 의미는 누
구나 등록 혹은 로그인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이용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쉽게 잊혀질 수 있는'의 의미는 등
록하는 내용의 한 자 한 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래서 결국 등록 날짜와 작성자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이
다. 블로그는 본래 그곳을 거치는 모든 자취들과 그곳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기억하는 곳이지만, glem는 과거의 흔적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AR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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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Service
Heike Hamann
2005

+작품정보

+Work Info

이 작품은 실제 배우로 활동 중인 데이비드 피셔가 직접

인 것인가? 헤이케는 단어들과 방향에 대한 표현, 리듬과

Secret service is an ironic reaction of an unpleasant
habit we are often forced to meet at official places.
In this work Heike displays the humoristic notion of
everyday life and opens up for its absurdity. Is it the
pathology of everyday life or are our habits sick in
their normality? Heike plays with words and directions, rhythm and rituals and use simple effects to a
simple story. Thanks to the actor David Fischer.

운율과 같은 요소들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더불어

http://www.netfilmmakers.dk/pathology/heike/sekret.html

촬영에 협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공공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공중도덕을 어기게 되는 불
쾌한 습관에 대한 이율배반적 반응에 대한 것이다. 이 작
업을 통해서 헤이케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인간적인 인식
과 그에 대한 모순적인 반응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것
은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대인의 병 혹은 아픈 습관

간단한 이야기와 단순한 효과음향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작업을 구현하고 있다.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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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Leave me alone

Kassandra
Wellendorf
2006

+Work Info

+작품정보

The subject of both clips, Bill, is dying from Cancer
and filmed the last days of his life, when he was
lying at home in bed. He seemed prepared to die,
but it took him a lot of strength to talk and keep
awake. All his movements were slow and exhausting. Kassandra did not want to leave him alone, on
the other hand she was not always sure, whether
he wanted to be left alone or not. The images are
only alive, when you touch them, otherwise they
slowly die. As long as you don't leave him alone, he
is not dead yet, but keeps coming back to lif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e film captures a slash
of reality - a "docu_slash". Your activity will unfold
it and preserve it long after reality has gone and Bill
is dead.

상영되는 두 개의 영상에 등장하는 빌은 암으로 죽어가

http://www.netfilmmakers.dk/Docu_slash/dontLeaveMe.html

의 관람 행동은 영상을 끝내지 않을 것이며 지나간 사실

고 있다. 이 작업은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그의 인생
의 마지막 날에 촬영된 것이다. 그는 죽는 것에 대한 준비
를 하고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깨어있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서서히 진행
되었으며 매우 힘겹게 이루어졌다. 작가는 그를 혼자 있
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그가 혼자
있고 싶어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
할 수는 없었다. 이 영상들은 관람자가 그에게 다가갈 때
에만 구동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들은 구동되지 않
는다. 관람자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시간 동안 그
는 살아 있게 되는 것이며 그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돌려 놓음으로써 삶을 연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작
품은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재현한다.
그것을 "도큐-슬래쉬(docu-slash)"라고 일컫는다. 관람자
을 영원히 오랜 시간 지속시킬 것이다. 빌은 운명하였다.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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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efra
Thomas Seest
2005

+작품정보

+Work Info

작가 토마스는 프랑스에서 원로 사진작가인 니세포르 니

리를 탐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응

On research in Paris, Thomas studied the French
pioneer Nicephore Niepce and his invention of photography. Niépce called his process “heliography”,
meaning “sun writing”. Under influence of his work
Thomas found that for him the link between art,
photography and the univers, became clear. Here
the everyday burns in the gaze from outside and in
- searching the corners of our existence.

시를 통해서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http://www.netfilmmakers.dk/pathology/seest/udefra.html

에프스와 그의 사진 발명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니에프스
는 그의 작업 과정을 "헬리오그라피"라고 불렀으며, 그것
의 의미는 "태양 촬영"이다. 그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받
은 토마스는 그가 현대 사회에 미쳤던 영향과 현대 미술,
현대 사진, 그리고 우주와의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그리하
여 매일 매일의 일상은 우리의 존재와 주변부와의 연결고

*Udefra
덴마크어로써 영어로 from abroad, from outside라는 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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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f curators’ talk
22nd Oct. 2007 @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 Curatorial issues in Coffee with Sugar
with each country's works on socio-cultural perspective
-Introduction

of Coffee with Sugar

Galia Dimitrova /
Initiator of CWS, Director of InterSpace , Sofia, Bulgaria
Nathalie Boseul SHIN /
Director of Lab.prepaart, Seoul, Korea
Yoonsun SHIN /
Curator of Lab.prepaart, Seoul, Korea
-Making

Art in Time of Cataclysms

Galia Dimitrova /

Director of InterSpace , Sofia, Bulgaria
-Coffee

Break

-The Sound of Boiling Water
Iben Bentzen /
Curator of Netfilmmakers, Copenhagen, Denmark
Annette Finnsdottir /
Director of Netfilmmakers, Copenhagen, Denmark
-Detecting

Digital Culture in Turkey

Basak Senova /
Curator of Nomad, Istanbul, Turkey
-Q

& A, simposia

-Final

screening and selecting art works of
Coffee with Sugar Episode 4 Korea in competition

-Coffee

with Sugar & 404 Object not Fount
Welcoming Party
Artists: Amateur Amplifier, with media artist SEO Hyojung Bomroya band, Sagitta, Hankil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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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red artists for a series of exhibitions, screenings, performances and public interventions in the
city of Geneva. Due to its big scope an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oit du monde - New Order did
not happen, which is a big pity but at least it inspired the creation of Coffee with Sugar.

Making art in time of cataclysms

Lecture by Galia Dimitrova
Director of Interspace
- initiator of Coffee with Sugar concept&program

My lecture in Seoul gave more light to the context,
in which Coffee with Sugar concept appear, and
discussed the issues of making art in the time of
global crisis and depression, caused by war conflicts,
capitalism, consumerism, and climate changes. At
the lecture I made reference to other projects and
initiatives preceding or continuing the exploration
and the representation on this topic.

Bulgaria
8

Coffee with Sugar idea came out in October 2005
in result to Sigismond de Vajay (artist and curator)
invitation to make a curatorial programme for Toit
du monde - New Order project he was organising
at this time (1). His idea was to make a big international platform for contemporary artists that present, and confront their vision to the world through
the selection of art works from all corners of the
globe that bring to light a glimpse on this contemporary vision. Influenced by advertising, media,
new technologies, global politics, social insecurity,
and virtual reality, each artist bring a slice of reality
to bear on the most pressing issues on our times.
The initiator invited eight curators and more than

Coffee with Sugar
“What comes to my mind when I think of the new
order in the world? The Globalization process, the
dread of the terrorists attacks, the Money flow, the
Global Market, the obtrusive ads, the mass-media
influence, the TV obsession, the WWW, the mobile
communications, the IT innovations... These are
some of the features of our dynamic everyday life
where must be fast, smart, and flexible in order to
survive and prosper...
In this time artists no longer contemplate the surrounding world but take more active position as
interpret and criticize it, and thusly show the phenomena that are part of our reality, for better or
worse. The selected works reveals some of these
occurrences, like the overloaded information of
the media, consumption-oriented consciousness of
modern people, and alienation and indifference to
the things happening around the world. The artists observe the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in our
modern world and interpret its different aspects,
which we usually do not see in our fast-paced and
pragmatic everyday life, and which enable the
viewer to see the surrounding world through the
prism of artistic imagination. In other word what
do we offer you is some coffee for being always
awake... with sugar –compliments of the artists - to
sweeten the bitter taste of the modern life.”
Originally the Coffee with Sugar program included
three video or mixed-media installations (from
Petko Dourmana, Borjana Ventzislavova&Miroslav
Nichich, Evgeni Vasilev) and four video art works
(from Daniela Kostova, Kamen Stoyanov, Adelina
Popnedeleva&Michel Beck, Boriana Pandova&Todor
Karastoyanov) although this exhibition format was
never presented and just the video program left.
For a first time it was shown in the frame of Serial Cases_1 Acquaintance - a joint project of ten
curators from eight countries, which idea was to
examine ways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mutual experiences shared through art
works (2). The first stage of Serial Cases was presented throughout November 2005 – March 2006
as an exchange video screening program in the
eight cities where the curators are based: Michal
Kolecek (Usti nad Labem, Czech Republic), Antonia
Majaca (Zagreb, Croatia), Basak Senova (Istanbul,
Turkey), Matei Bejenaru (Iasi, Romania), Margarethe Makovec and Anton Lederer (Graz, Austria),
Galia Dimitrova (Sofia, Bulgaria), Eyal Danon (Holon, Israel), Orfeas Skutelis and Branka Curcic (Novi
Sad, Serbia).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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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격동 시기의 예술의 생성
서울에서의 나의 강연의 맥락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었다. 먼저 <커피 위드 슈가>의 컨셉에 대해서 밝혔으며,
다음으로는 전쟁과 분쟁, 자본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불황의 시기에 생성되고 있는 예술에 대
해서 논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이번 강연에서 <커피 위드 슈가> 외에도 이러한 주제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의 예를 들었
으며, 위와 같은 주제에서 파생되거나, 혹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설명하였다.
<커피 위드 슈가>의 주제는 2005년 10월 예술가이자 큐레이터인 Sigismond de Vajay 가 기획한 Toit du monde 전시에 초대되면
서 탄생이 되었다. 이 전시는 당시 그가 기획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였다. (1) 그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품이
큰 규모로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이 되기를 원했으며, 선별된 작품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동시대적 시각을 엿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원했다. 선별된 작품들은 광고, 미디어, 새로운 기술, 글로벌한 정치적 상황, 사회적 불안 그리고 버츄얼 리얼
리티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었으며, 각각의 예술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들을 통
해서 현실의 단편들을 표현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전시기획자는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프로젝트에 전시, 스크리닝, 퍼포먼
스, 공공적 성격의 예술작품의 선보임을 위해서 8명의 큐레이터를 초청하였다. 이렇듯 큰 규모의 형태와 재정적 결핍으로 인해서 새
로운 형태에 대한 추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이 가장 아쉬웠으나 적어도 이 전시는 <커피 위드 슈가>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Bulgaria

<커피 위드 슈가>
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세계화된 과정, 영역 침범에 대한 두려움, 재화의 흐름, 세계 시장, 현
란한 광고들, 매스 미디어의 영향, TV를 통한 강박 관념, 월드 와이드 웹,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IT 기술 혁신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것들은 역동적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들이며,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더욱 똑똑해질 것이며, 유지하고 발전되
기 위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예술가는 더 이상 완벽하게 세상을 조망할 수 없지만, 해석과 비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예술가는 이제 우리의 현실의 일부분을 더욱 좋게 혹은 더욱 나쁘게 표현 할 수 있으면서도 예술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커피 위드 슈가를 통해 모아진 작업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과도한 정보로써, 그리고 사람들의 고유한 의식이 소비되고 있는 현상
으로써 고스란히 잘 드러내고 있으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차이점과 변화점을 표현하고 있는 작업들로 구성되었다. 예술
가들은 이제 사회 문화적 프로세스들을 다른 관점과 현대적 시각을 통해서 재해석한다. 그것은 우리의 빠른 일상의 패턴과 실리적인
관점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작품에 다가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예술가의 이미지를 통하여 세상
을 둘러싼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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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ifference
Coffee with Sugar concept appeared in the time I
was working together with five curators from different countries on “On Difference 2 Grenzwertig” exhibition in Wurttembergischer Kunstverein
(WKV) in Stuttgart , and this collaboration influenced very much my curatorial work and concepts.
“On Difference” is the title of a series of projects
initiated by Iris Dressler and Hans D. Christ (directors of WKV) and developed in close co-operation
with numerous international curators and artists (3). In two exhibitions, the project sets out in
search of the local contexts, critical practices and
networked spaces of action of contemporary art
– specifically in “non-Western” cultures.
In my work on this exhibition I was very interested
to explore how the young artists respond to the
socio-political processes of a country in transition.
In the program called “Satellite 003 - The Newest
Wave of Concern in Bulgarian Art” I selected six
works by artists and collectives: AGITPROP, Petko
Dourmana, Javor Gardev, Ivan Moudov, Evgeni
Vasilev, X-TENDO as representatives of the new
generation of artists that become to state stronger position toward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country. The selected works in my exhibition section are focusing on the shifts that are emerging as
a consequence of increasing neoliberalism in postsocialist metropolises: city-dwellers are increasingly
becoming the focus of attention in their role as
consumers. The city space is being re-interpreted as
an advertising space – but also as a place of surveillance and regulation and a reservoir of collective memories of a suppressed era of history. The
videos, installations and interactive works present
the intricate situation of an eclectic and chaotic urban life – as well as the ambivalent situation of the
citizens.

Bulgaria
0

As a follow-up to the main event of the project the exhibition in Stuttgart, InterSpace organised
“On Difference#2 Sofia.bg” - a series of events
eyeballing the cultural and socio-political situation
in Bulgaria, which artistic activity is by assumption
dozed off in the country. Inspired by Cinemasports
film-making challenge (5) and the community of
young and enthusiastic film-makers set up around
these challenges, we invited them to participate in
an initiative for creating a short film in the format
of instructional video that should address and present their position towards the current socio-political situation in Bulgaria. In result of an open call
for participation we selected 32 film-makers who
attended one day workshop, during which we introduced them with On Difference 2 topics, and
the artistic use of instructional video format. The
participants in the contest had 20 days to produce
their short film and at the end we received 18 films.
On a special public screening at Goethe Institut, So-

fia on 1 April 2006 the jury of invited experts selected the six best films, which received an award.
Eco-activism
From nowadays perspective to these events I can
see how much they reflected the very intriguing
moment of accumulation something big to happen and even provoked its happening by making
the creative people questioning and responding to
what is around them. In the summer of 2005 I was
asking myself and many people around me why the
young creative people in Bulgaria are not taking
more active part in the social and political processes, and two years after the response exploded in
“the summer of our dissatisfaction” (like some participants called it). What happened was a real phenomenon for Bulgaria - several grass-root initiatives
and campaigns that united a big number of young
people around the cause of saving the Bulgarian
nature (6). The unique format of this eco-activism
is that the participants use artistic means, like performances, exhibitions, actions, and films to state
their civic position, in this case to stop destroying
the nature and buildings at the sea coast and the
mountains. Some of these campaigns achieved a
positive result, some others - not yet, but the most
important outcomes are that for a very first time in
Bulgaria an activist environmental action got a big
social impact and consolidated the society on these
issues, and the active part of this process was the
artists and other creative people who use their art
to spread out the message.
At the end of the lecture I can only bring up some
questions like:
Is it possible the art to help in changing the world
and making it a better place for living?
Should the artists deal with political and social issues?
What is the boundary between art and non-art?
How relevant is the artist dilemma - elitism or
spreading out a message?
which i will leave open as everyone should find the
answers for her/himself.
(1) Toit du monde - New Order http://www.kbb.org.es/micro_sites/new_order
(2) Serial Cases_1 Acquaintance http://theupgrade.i-space.org/SCindex.htm
(3) On Difference 2 Grenzwertig http://www.wkv-stuttgart.de/en/programme/
2006/exhibitions/on-difference-2
(4) On Difference#2 Sofia.bg http://ondifference2.i-space.org
(5) Cinemasports film-making challenge http://cinemasports.com
(6) Let nature remains in Bulgaria - campaign for preservation
of protected areas and territories in Bulgaria http://forthena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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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커피 위드 슈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
들을 항상 깨어있게 하는 커피와도 같은 각성제의 역할과 현
대의 씁쓸한 삶에 달콤함을 더해주는 설탕과 같은 역할을 동
시에 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커피 위드 슈가> 프로그램은 3개의 비디오 혼합 매체
설치 작품(Petko Dourmana, Borjana Ventzislavova&Miroslav
Nichich, Evgeni Vasilev), 그리고 4편의 비디오 작품(Daniela
Kostova, Kamen Stoyanov, Adelina Popnedeleva&Michel
Beck, Boriana Pandova&Todor Karastoyanov)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전시는 단독으로 선보인 적이 없으며 비디
오 상영 프로그램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 처음 이 비디오 작
품들은 씨리얼 케이스라는 전시의 일환으로 전시 되었으며,
씨리얼 케이스는 8개의 나라에서 10명의 큐레이터들의 전시
를 모두 모은 전시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예술 작품을 통해
서 서로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과 소통
의 예이기도 하다.(2) 씨리얼 케이스 전시의 첫 번째 무대는
2005년 11월~2006년 3월까지 8개의 도시를 기반으로 활동
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의 비디오 작품 교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다. 참여 큐레이터와 도시는 다음과 같다. Michal Kolecek
(Usti nad Labem, Czech Republic), Antonia Majaca (Zagreb,
Croatia), Basak Senova (Istanbul, Turkey), Matei Bejenaru (Iasi,
Romania), Margarethe Makovec and Anton Lederer (Graz,
Austria), Galia Dimitrova (Sofia, Bulgaria), Eyal Danon (Holon,
Israel), Orfeas Skutelis and Branka Curcic (Novi Sad, Serbia).

<에코 액티비즘>
이러한 일련의 전시들에서 보이는 현재의 시각을 통하여 나는 그
들이 무언가 큰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순간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의 주위에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극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5년 여름 나는 내 스스로와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리아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왜
더 이상 사회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서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불만으로 가득한 여름”(우리 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렀
다)을 통해서 튀어 나오게 되었다. 불가리아를 위한 진정한 사건으
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몇몇의 민중의 태동과 캠페
인들, 그리고 단결된 많은 젊은이들은 불가리아인들의 본성을 유
지하게 해주는 주요한 원인이다.(6) 에코 액티비즘의 독특한 형태
는 참여자들이 퍼포먼스, 전시, 행동들, 그리고 영화와 같은 것들
을 통해서 그들의 시민적 위치를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예술적
인 의미들을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예술의 사용을 통해
서 자연을 파괴하거나 해변 혹은 산에 건물을 짓는 행위 등을 멈
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긍정적인 결과 혹은 다른
형태로 누적될 것이며, 아직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결과들이 불
가리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행동가들의 환경
주의적인 행동은 이러한 이슈 속에서 아주 큰 사회적 충돌과 통합
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행동적 부분은 예술가
와 예술을 이용하는 또 다른 창의적인 사람들이 널리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이 세상을 바꾸거나 우리가 사는 곳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술가는 반드시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던져야만 하는가?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경계는 무엇인가?
예술가의 딜레마는 엘리트주의와 연관되어 있는가, 아니면 메시지
를 널리 알리는 것인가?
나는 이와 같은 질문을 그/그녀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모두
의 것으로 남겨 놓을 것이다.

Bulgaria

<온 디퍼런스>
<커피 위드 슈가>의 컨셉은 독일 슈트트가르트의 뷔템기
르셔 쿤스트페어라인에서 주최하였던 전시 <온 디퍼런스 2
Grenzwertig> 를 5명의 큐레이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을 때 드
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시 때의 협업은 나의 기획자적인 일
들과 컨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온 디퍼런스>는 뷔
템기르셔 쿤스트페어라인의 공동 디렉터인 이리스 드레슬러
와 한스 디 크리스트가 기획을 맡은 시리즈 프로젝트이다. 그
리고 이 전시는 여러 명의 국제적인 큐레이터들과 예술가들
의 매우 친밀한 협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3) 이 두 개의
전시에서 자국 내의 지역적인 맥락들과 비평적 활동들 그리
고 활동적 현대 미술을 네트워킹하는 공간들과 같은 개념들이
표현되었으며 이는 특히 “비-서구적” 문화들 안에서 이루어지
는 것들이었다. 이 전시에서 나는 젊은 예술가들이 사회-정치
적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 매우
흥미로움을 느꼈다. <Satellite 003-불가리아 예술에서 가장 새
로운 바람> 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에서 나는 6개의 개인 혹
은 팀들의 작품을 선별하였다. : AGITPROP, Petko Dourmana,
Javor Gardev, Ivan Moudov, Evgeni Vasilev, X-TENDO 이 작품
들은 모두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의 표현적인 작업들로써 예
술가들은 모두 불가리아의 현대 미술 상황 속에서 위치 매김
을 한다. 선별된 작업들은 후기-사회주의 도시들 속에서 신자
유주의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들과 같이 최근의 상황들을 드
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다. :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
의 규칙 속에서 소비자로써 더욱더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도
시 공간은 광고를 위한 공간으로 재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기도 하며, 압제의 역사적 시대에 대한
수집적 기억들을 저장하는 공간으로써 해석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이 전시에 소개되는 비디오들과 설치들, 그리고 인터렉
티브 작업들은 절충가능하고 혼란스러운 도시 삶속에서의 복
잡한 상황들과 도시민들의 양면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작

업들인 것이다.
또한 슈트트가르트에서 진행된 <On Difference#2 Sofia.bg>(4) 프
로젝트에서 불가리아 인터스페이스가 진행한 메인 이벤트는 불가
리아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상황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
다. 이러한 예술적 활동들은 불가리아가 멍하게 졸고 있다는 가정
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도전적이며 (5) 젊고 열정적인 필름 작
업을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인 시네마스포츠 필름에 의해서 영
감을 받은 이번 전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짧은 영화를 제작
하는 그들을 초청하여 교육적인 비디오의 형태를 제작하게 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현재 불가리아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향한
그들의 자리가 위치지어질 수 있다는 것에 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32명의 참여작들을 선별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온 디퍼런스의 2개의 주제들이들과 교육적
인 비디오의 형태로써의 예술적 사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루 동
안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공모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20일 동안
그들만의 짧은 작품을 만들었으며 최종적으로 18편의 작업을 우
리에게 주었다. 이 작품들은 전문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6편의 작
품을 선별하여 상을 주었으며, 2006년 4월에 소피아에 위치한 괴
테 인스티튜트에서 상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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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thank Lab.Prebarat for
the invitation to Seoul to do this special lecture in
connection with our curation of ”Boiling Water”
for Coffee With Sugar/Netfilmmakers second episode with Denmark.
We would like to present ourselves shortly: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on different projects for
Netfilmmakers. Iben Bentzen who is an independent curator has curated the 7’th edition ”Game
of Navigation” and Annette Finnsdottir, who is the
director of Netfilmmakers, has curated the 5.th edition ”Pathology of the Everyday” and the 6.th edition ”Docu_Slash”. Together we have also recently
curated the 10’th edition ”Cut-Up”.
”Boiling Water” consist of 6 works chosen from this
archive. It was nice to have the opportunity to cut
through the themes and choose a new combination of works. We were asked by CWS to present
six works which reflect on the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in Denmark. We chose to emphasize the
cultural and more existential aspect and tried to
reach beyond the political.

The Sound of Boiling Water
Lecture by Iben Bentzen and Annette Finnsdottir
The curator and director of Netfilmmakers

Boiling Water shows the boiling passion for poetic
reflections on the layers of the vibrating time of
a city, the humoristic notions of everyday life, the
awareness and dread of the human loops, the print
screen copy paste functionality transcoded into our
culture and the intensified gaze revealing the corners of our existence.
And we have chosen not only the Danish artists Mogens Jacobsen, Kassandra Wellendorf and
Thomas Seest but also two Swedish artists Maria
Lavman Vetö and Miska Knapek and the German
artist Heike Hamann who are very close to us and
have been working with us on several occasions.
This mirrors also a city very close connected to the
Swedish city Malmö and to Berlin in Germany.

Denmark


“Glemsel.net” by Mogens Jacobsen is commissioned for the 11th edition “BlogArt/Blog_umentary”. Mogens is a Danish netartpioneer and has
been working with netart through the 1990’ies.
He co-founded the organization Artnode in 1995
which aim is to plan, create and distribute contemporary art projects in current and upcoming digital
media. In recent years he has worked especially
with installations and is exhibiting his “Hørbar” at
ZKM at the moment. Glemsel.net is an open and
forgetful blog which comment all this information
and the seemingly craving need to preserve and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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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물의 소리

먼저, 이번 강연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었으며 <커피 위드 슈가>의 두 번째 스크리닝 “Boiling Water”를 넷필름메이커스와 공동
으로 진행해 준 프레파라트연구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간단하게 넷필름메이커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를 소개하고 싶다. 우리는 넷필름메이커스에서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형태로 함께 일하고 있다.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이벤 벤젠은 7번째 에디션이었던 “Game of Navigation”을 진행하였으며,
넷필름메이커스의 디렉터인 아네트 핀스도티어는 5번째 에디션과 6번째 에디션 “Pathology of the Everyday”, “Docu_Slash”를 진
행하였다. 또한 최근에 우리는 10번째 에디션인 “Cut-Up”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Boiling Water”의 작품 구성은 넷필름메이커스의 아카이브들 중에서 총 6편의 작품을 선별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스크리닝의
주제를 통해서 재편집하고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는 <커피 위드 슈가>를 위해 덴마크의 사회
와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작품의 선별을 부탁 받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화를 강조하거나 좀 더 실존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거나
정치적인 면 이면의 것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작업들을 선별하게 되었다.
“Boiling Water”에 속해 있는 작업들은 도시에서 진동하는 시간에 대한 여러 층들을 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끓는 열정과 더불어 일
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발견들, 인간의 굴레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복사하고 오
려붙이기와 같이 화면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의 우리의 문화 속으로의 역침투와 같은 현상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일면을 강력
한 시선을 통해서 드러내 주는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가 선별한 작품들은 모겐즈 야콥센, 카산드라 벨렌도르프 그리고 시스트 토마스와 같은 덴마크 예술가뿐만 아니라 스웨
덴의 마리아 레브만 뵈퇴와 미스카 네펙 그리고 이미 여러 번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와 매우 사이가 가까워진 독일 작가, 헤이케 하만
과 같이 여러 국적의 작가들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또한 우리가 스웨덴의 도시인 말뫼와 독일의 베를린과 매우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잘 드러내 주기도 한다.
“Glemsel.net” 의 모겐즈 야콥센은 넷필름메이커스의 11번 째 에디션인 “BlogArt/Blog_umentary”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이다. 그는
1990년대부터 넷아트 작업을 해온 덴마크 넷아트의 선구자이다. 그는 현재와 미래의 디지털 미디어 현대 미술 프로젝트를 계획하
고 창조하며, 또한 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아트노드를 1995년에 합동으로 창립하였다. 최근 그의 대표적 전시로는 ZK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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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data. Is everything worth remembering?
‘Open’ means that you can contribute to it without
registering or signing yourself up. That the blog
is forgetful means that entries disappear word by
word. In the end the only things left will be the
date of the entry and the writer’s name. A blog
seems to remember the history of activity made on
it, Glemsel.net forgets slowly and randomly as time
passes.
Maria Lavman Vetös piece “PrintScreen Copy
Paste” from 2005 was commissioned for Netfilmmakers’ 4th edition “Memory Box”. This edition
commented the opposite urge – the urge to try to
keep hold of memories threatening to slip away.
Layer by layer PrintScreen Copy Paste is created as
a painters constant and sensitive adding of colours
and shapes. Maria used the program Haohao by
Ichitaro Masuda to make this work. By moving the
mouse and pressing the mouse button she started
embryos of picture-elements. She decided to save
100 pictures within the same frame. To keep the
tempo she sang ‘PrintScreen Copy Paste’. With this
piece Maria visualize the process of the artist creating and she points to Lev Manovich’ five principles
for new media: transcoding, automation, variability, modularity and numeric representation. Maria
Lavman Vetö is educated in painting from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and also in Interactionsdesign from K3 at Malmö University.

Denmark


Miska Knapek participated in the edition “Rhytm”
curated by Maria Lavman Vetö and he is dealing
with the notion of time. The rather clinical title of
his animation “060527” refers to the exact date of
when he captured reality. It is a poetic and digital
reflection on one day passing and all we re-collect is
different light-levels, fleeting memories and a lacking of wholeness. Miskas work aims to elucidate
time and its rhythmical nature and in a raw way he
captures the flow of the day allowing focus, recollection, reconsideration and re-appreciation of its
great many parts and continuities. Miska is studying New Media at Helsinki University at the Arts &
Design department and his background as photographer and new media designer is highly explored
in creating this very personal and thoughtful animation. It is like the boiling water of coffee: you
don’t really notice it while drinking it, but it is the
essence of it, the essence of life.
The interactive netart piece “(Don’t) Leave Me
Alone” is also dealing with an inevitable essence of
life: death. Kassandra Wellendorf made the work

for the 6th edition “Docu_slash” curated by Annette Finnsdottir. The subject of the artwork, Bill,
is dying from Cancer and is filmed the last days of
his life when lying in bed at home. He seemed prepared to die, and it took him a lot of strength to
talk and stay awake. All his movements were slow
and exhausting. The images are only alive when
you touch them. As long as you don’t leave Bill
alone, he keeps coming back to life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Your activity will unfold it and preserve it long after reality has gone and Bill is dead.
Kassandra Wellendorf is a film- and multimedia
artist with a BA in Film and Media 1989 and MA in
Electronic Arts with Bill Seamann 1996.
The German installation- and videoartist Heike
Hamann created “Secret Service” for Netfilmmakers’ 5th edition “Pathology of the Everyday”. In
this work Heike displays the humoristic notion of
everyday life and opens up for its absurdity. Is it
the pathology of everyday life or are our habits
sick in their normality? Heike plays with words and
directions, rhythm and rituals and use simple effects to a simple story. And finally we have chosen
the photographer and videoartist Thomas Seest’
piece “Udefra” from the same edition. On research
in Paris, Thomas studied the French pioneer Nicephore Niepce and his invention of photography.
Niépce called his process “heliography”, meaning
“sun writing”. Under influence of his work Thomas
found that for him the link between art, photography and the universe, became clear. Here the everyday burns in the gaze from outside and in - searching the corners of our existence.
Our netgallery is reachable for everyone with access to the internet. Why choose to exhibit this kind
of art in a museum or in a context of CWS in a café?
It gives it another kind of frame than at home or at
the office which points explicitly to the context of
art where internet art also belongs. How to exhibit
netart and netvideoart in the best way? There are
not yet any solutions to that but a lot of possibilities and experimentation. Lab.Preberat has done a
great job in framing and pointing to the netfilms
and netart of “Boiling Water” at the yri Café, Café
Factory and Café VW in Seoul. Thank you.

http://www.netfilmmakers.dk
http://www.artno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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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설치 작업으로 선보인 “Hørbar”가 있다. Glemsel.net 은
개방형이면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블로그에 관한 작업이
다. 이 작업은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들과 표면상으
로 계속 보존되고 기록되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블로그의 특징
에 관한 작업이기도 하다. 블로그 상의 모든 정보들이 과연 기
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 여기서 ‘개방형’이라는 뜻은
접속자가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블로그에 접속과 글쓰기 등
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블로그는 그 안
의 접속자들이 남긴 모든 내용들을 조금씩 지워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결국 나중에 그 블로그는 접속날짜와 글쓴이의 이름만 남겨 놓
은 채 나머지 것들은 지워버리게 된다. 블로그는 본래 그 안에
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이루어져 있
다. 그러나 Glemsel.net은 천천히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과거
에 대한 기억을 지운다.
마리아 네브만 뵈퇴의 “PrintScreen Copy Paste” 는 넷필름메
이커스의 4번 째 에디션에 해당하는 “Memory Box”에 참여했
었던 작품이다. 이 전시는 그냥 지나치는 위협적인 기억들을
계속적으로 지니기 위한 시도들에 관한 것으로써 이러한 시도
와 더불어 그 반대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레이어들마다 펼쳐지는 복사하기와 오려붙이기는 색깔과 모
양을 덧붙이는 예술가의 지속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면모로써
의 창조를 의미한다. 마리아는 이 작업을 위해서 이치타로 마
수다의 하오하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마우스가 움직
이면 마우스 버튼의 모습이 모여지면서 그림의 요소요소들의
시초격인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것을 그녀는 목격하였다. 그리
하여 그녀는 1개의 프레임 안에 100개의 그림들을 저장하기
를 결심하였다. 이는 그녀가 노래하듯 말하는 ‘프린트스크린
카피 페이스트’와 같은 음성이 반복하여 나오는 것과 그 박자
를 일치한다. 이와 함께 마리아는 예술가의 창조과정을 시각
화 하였으며, 동시에 그녀는 레브 마노비치의 뉴미디어에서의
5가지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원리들은 코드의 변
환, 자동화, 변이성, 모듈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재현
할 수 있는 성질을 일컫는다. 마리아 레브만 뵈퇴는 덴마크 왕
립 미술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말뫼 대학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공부하였다.

독일의 설치, 비디오아트 작가인 헤이케 하만의 작품은
“Secret Service”이다. 이 작품은 넷필름메이커스의 5번째 에
디션인 “Pathology of the Everyday”에 참여 했던 작품이다.
그의 작업에서 헤이케는 일상의 삶에서 유머스러움으로 알아
지는 것을 표현하며 그것의 부조리에 대해서 개방하고자 한
다. 그것은 일상생활 때문에 나타나는 병인가, 아니면 그들의
평범함 속에서의 병적인 습관인가? 헤이케는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단어와 방향들, 리듬과 수사, 그리고 간단한 효과들을
사용하여 그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진작가이자 비디오아티스트로
활동하는 토마스 시스트의 작업을 선별하였는데, 그의 작품
“Udefra” 는 헤이케와 같은 에디션에서 상영되었다. 그는 파
리에서의 리서치 기간 동안 프랑스의 사진작가로 매우 유명한
니세포르 니엡스와 그의 사진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니
엡스는 그의 작업 과정을 “heliography”라고 일컬었는데, “빛
으로 작문한다”라는 뜻의 “sun writing”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그의 작업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는 예술과 사진, 그리고 우
주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외부
로부터의 시선을 통해서 일상은 소생되고 존재의 일면을 확인
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였다.
우리의 넷갤러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
람이 가능하다. 왜 카페에서 하는 <커피 위드 슈가>의 맥락에
서 이러한 종류의 전시를 선택하였는가? 넷에서 열리는 전시
는 인터넷이나 이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서 예술 작품을 전시
할 수 있다. 그것은 집 혹은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며, 이러한 상
황은 무언가 다른 여건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
게 전시하는 것이 넷아트와 넷비디오아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아직 없지만 아
주 많은 가능성과 실험성을 지니고 있다. 넷필름메이커스는 프
레파라트연구소가 여러 군데의 카페에서 진행된 이번 “Boiling
Water” 의 상영에서 넷필름이나 넷아트의 효과적인 전시를 아
주 충분히 잘 해내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다.

http://www.netfilmmakers.dk
http://www.artno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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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카 나팩은 넷필름메이커스에서 마리아 레브만 뵈퇴가 진
행하였던 에디션인 “Rhytm”의 참여 작가였다. 그는 작업을 통
해서 시간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소 냉소적인
제목인 “060527” 은 그가 실제를 포착했을 때의 정확한 날짜
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루 동안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모아
진 정도가 다른 빛의 모습을 디지탈적인 반응으로 묘사한 것이
며, 덧없는 기억과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결핍을 표현한 것
으로써 매우 시적이기도 하다. 미스카는 시간과 그것의 운율
적인 성질과 가공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의 흐름, 재편집,
재고찰 그리고 그것의 많은 훌륭한 부분들과 지속성에 관한
재-이해를 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미스카는 헬싱키 대
학의 아트앤디자인과에서 뉴미디어를 공부하였으며 사진작가
와 미디어 디자이너로써 그의 개인적 작업들을 매우 많이 창조
하였다. 또한 사색적인 애니메이션 작업 역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커피의 끓는 물과도 같다. 사람들은 커
피를 마시는 동안 끓는 물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것
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않 될 매우 필수적요소이기 때문이다.

인터랙티브 넷아트로 소개될 수 있는 “(Don’t) Leave Me
Alone” 역시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인 죽음에 대해서 다룬다. 카산드라 벨렌도르프의 이 작품은
넷필름메이커스의 이네트가 기획한 6번 째 에디션 “Docu_
slash”를 위해서 제작되었다. 작품의 주인공인 빌은 암으로 죽
어가는 중이며 이 작업은 그가 침대에서 홀로 누워서 그의 생
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그는 아마도 죽
음을 준비했을 것이다. 죽음은 그가 말하는 것을 매우 힘겹게
했으며, 깨어 있는 것조차 어렵게 하였다. 모든 그의 움직임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매우 힘겹게 진행되었다. 이 작품은 관객
이 작품을 실제로 만질 때마다 움직인다. 관객이 빌을 오랫동
안 혼자 두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 있을 것이며, 이는 영원히 지
속될 수 있을 것이다. 관람객의 행동은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
을 것이며 그러면 빌이 떠나고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수 있
을 것이다. 카산드라 빌렌도르프는 영화와 멀티미디어를 다루
는 작가로써 1989년에 영화를 전공하고, 1996년에 빌 시만과
함께 전자 예술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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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themselves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are
quite exceptional.

Detecting Digital Culture in Turkey
Lecture by Basak Senova
Curator of Nomad

Turkey is confronting with diverse socio-political
realities, demographically unbalanced economic
hardships. The country is also experiencing social
transformations explicit of the new ontological conditions brought forth by global conditions
based on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the
course of this picture, I would like to focus on a
new generation of Turkish artists, who propose
new channels for the global interaction of economy and information. These artists consider inquiries about these social transformations as their
new territories of research, to be approached with
different mentalities, strategies, perspectives and
modes of production.

Turkey


Both actors/producers in the local digital culture
and their conceptions display a similar picture to
that of many European countries. And as it is expected, the producers are mostly the audience as
well. Nevertheless, the production mode of the local actors/producers, (re)sources, and the way they

First of all, these actors merely define themselves
as “artists”. Due to their various educational backgrounds and proficiencies, they portray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with their production modes.
Stemming from the open source mode of thinking
and sharing (by giving priority to develop and produce autonomously, rather than authorship), most
protest the mainstream contemporary art production methodologies. With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local digital art production distinguishes itself with a unique self sustained mode of production. The lack of regular subsidies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drive the local artists into inventing
alternative solutions and ways of producing. Owing
to the increasing accessibility of digital tools, productions in or around the digital realm have grown
in number. However, this mode of production has
not brought out a collaborative spirit while spreading amongst a comparably younger generation.
Although the digital media is natively habitant in
networks and carries its culture and know-how online, it is quite astonishing to discover that the local
actors of digital art are extremely introverted. It is
obviously due of the lack of the social networks in
the overall art scene in Turkey, which has accumulated hostility rather than solidarity for many decades. This self-oriented artistic culture motivates
individuals in breaking through the local bottleneck situation and reaching out to rather well established art networks abroad. While this attitude
seems to be an effective remedy for artists seeking for wider audiences and global prominence, it
hampers emergence of a local digital scene.
Another hardship in Turkish digital art realm,
however, has led to development. Since an institution or faculty dedicated to digital art education
still does not exist, the local artists have emerged
from various other disciplines, mostly design and
engineering. However,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provide the artists with a much more
organized attitude for researching, information
gathering, analytical thinking and good handling
of the tools that aid them in production. Compared
to the graduates of art schools, digital artists with
other backgrounds show up with their deliberate
techniques.
As NOMAD, we aim to create public presence for
digital culture in Turkey. NOMAD is an Istanbulbased association that targets to produce and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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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한 행동가들은 그들 스스로를 단지 “예술가”라고 정
의한다. 그들의 다양한 교육 수준과 양상 때문에 그들은 창작
의 방법을 통해서 작업 과정과 더불어 학문적 교류를 형성한
다. (작가론적인 생각이 아닌, 보다 발전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방법의 선행에 의한)생각과 공유라는 오픈 소스의 창작 방법
에서 파생된 많은 줄기들은 대부분 현대 미술의 제작 방법론
의 문제에 있어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 미술 속에서 터
키의 디지털 아트의 제작은 자립적이고 독특한 제작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차별화 시켰다. 기본적인 보조금과 기술적
기반의 결핍은 터키 내의 예술가들을 창작의 과정에 있어서
대안적인 형태의 해결 방법을 개발하도록 부추기게 되었다.

터키 디지털 문화의 발견
터키는 여전히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숫자적
으로 보았을 때 균형 잡히지 않은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한 터키는 아주 명백한 새로운 존재론적 사회 변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 상황을 조장하게 되었다. 이
러한 전개도에 따라서, 나는 터키의 신세대 예술가들에게 초
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들은 경제와 정보의 상호 소통적인 범
세계적 흐름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창조하고 하는 예술가들이
기도 하다. 더불어 여기에서의 젊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연구
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회적 변질과
변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각기 다른 매체, 전
략, 시각과 작품 제작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터키의 디지털 아트 영역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은 디
지털 아트가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터키의 디지털 예술가들은 디자인 혹은 엔
지니어링과 같은 다양한 다른 전공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
양한 교육적 배경은 오히려 연구와 조사, 정보의 수집, 분석적
사고 그리고 창작 과정의 필수 요소인 매체를 잘 다룰 줄 아는
기술과 같은 태도들을 예술가로 하여금 더욱 많이 숙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미술학교를 나온 예술가와 그렇
지 않은 예술가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은 쪽이 훨씬 심사숙
고 하는 기술들을 선보인다.
이스탄불의 노마드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통하여 디지털
아트의 새로운 양상에 관하여 실험하며 그것의 창조를 목표
로 하는 단체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나는 3개의 구체적인 프
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 첫 번째로는 2004년도에 선보인
NOMAD-TV.network 이며, 두 번째로는 2006년에 캐나다 축제
의 일환으로 구성된 HTMlles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05년
도에 선보인 Upgrade!Istanbul이다.
2005년 뉴미디어의 기술들, 경제와 정치적 질서, 지리적-정
치 운동 그리고 변화와 문화적 유입과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
서 노마드는 터키 디지털 문화를 이끌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
그들의 원천과 관심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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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터키 내의 디지털 문화 혹은 디지털 개념 속에서의 행
동가/제작자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향하여 모두 같은 청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작자들은 대부분 관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의 행동가/제작자들과 (재)공
급자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들을 모두 통칭하는 그들의 창
작 방법은 매우 예외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정의하게 해주며,
서로 소통하게 해준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의 증가에 힘입어 창작, 혹
은 디지털의 임무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창작의 방법은 좀 더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들끼리의 협동 작업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는 네트워크라는 형태 속에서 매우 자
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며 그것의 고유란 문화와 노하우를 온라
인 상에서 전파하게 되었다. 또한 그것은 터키 내의 디지털 아
트가 극단적으로 내부지향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아주 놀
라운 계기이기도 하다. 이는 분명히 터키 내 예술계의 사회적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결핍은 결속력 보
다는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신의 축적으로부터 비롯되
는 것이다. 이렇듯 자생적인 예술과 문화의 기원은 터키 내에
서 병목 현상을 파괴시키는 개인주의의 모체가 되었다. 또한
해외와의 성공적인 교류의 형성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이러
한 태도는 예술가가 좀 더 많은 관객을 형성하고 범세계적인
탁월함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반면 터키 내의 디지털
아트계를 위급한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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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ment new patterns in the digital art sphere
by using various lenses of other disciplines. At this
point, I would like to point out 3 specific projects:
one of them is NOMAD-TV.network (2004-present);
the other one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Canadian Festival HTMlles (2006) in Istanbul along with
the active local women artists who produce in digital culture; and the third one is Upgrade!Istanbul
(2005-present).
In 2005, in the course of new media technologies,
economic and political orders, geo-political movements, changes and cultural inputs, NOMAD developed a project which aimed to map a new generation of artists, their sources, domains, production
within digital culture in Turkey. This project, called
NOMAD-TV.network, was designed as a long-term
project which observes, detects and establishes
links in the network that facilitate in local digital
culture. For the first time, not only artists, but digital-minded communities and bodies in Turkey also
started to contribute to projects in order to make
their productions visible to each other. While establishing the local network on digital culture, the
project has put local knowledge, expertise and
mode of production together with international
connections. The first snapshot of this network, .01,
involves more than 70 people. Amongst them are
many artists with significant projects which render
constitutive elements with narrative that forms the
digital culture by opposing to the ignorance and
inefficiency of the mainstream drift.
In the mean time, quite a number of artists in the
digital field take the city as the center of their research and productions. Their projects are mostly
executed through collaborations, and they give importance and the utmost emphasi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ojects rather then authorship. Through
the alteration that technology has brought to our
daily lives, they also question relations between
communication and power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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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significant project is the HTMlles Export
2, the extension of a Canadian festival focusing on
the position of women in cyberspace by including
all facets of new media and web art technologies.
The project travelled to Istanbul in 2006, and developed and took shape based on the local contributors. The Istanbul phase of the project not only
fostered dialogue and collaborations amongst Canadian and Turkish participants, but also brought
new perspectives, practices and research investigating the ethics and aesthetics at the intersection of

art and the biological sciences; cultural transactions
with online projects; different approaches for urban studies while collecting information and constructing database as art projects; communicationbased sonic researches; experiments on wearable
electronics; and documentaries about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interventions in art practices. The
foremost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is project
in Istanbul lies on the vast interest and contribution of the local women participants, opposed to
the insignificant male input. Furthermore, the
project clearly outlines the huge gap between the
subsidised research-based, high-budget and hi-tech
western projects with the low budget local projects
in terms of production mode. Apparently, the local projects have more potential to engender social
reactions with their activist approaches only if they
have the chance to encounter a bigger audience
through public presence in Turkey.
Upgrade! Istanbul is an ongoing network project,
aims to create public presence for digital culture
in Turkey. Through monthly gatherings for new
media artists, academicians, practitioners, curators
and other actors of digital culture, Upgrade! Istanbul also links local producers with the active international network groups related to art, technology
and culture through 23 nodes all over the globe.
The Istanbul meetings include prominent local examples, in link with this international network.
In a significantly short period of time, UpgradeIstanbul has managed to kick-start an archive for
the newly emerging digital art scene in Turkey. This
will maintain the lacking referential information
and form a memory for the local actors of digital
culture.
http://www.nomad-tv.net/network
http://www.theupgrade.net
http://www.nomad-tv.net/upgrade
http://dpi.studioxx.org/index.php?id=106
http://www.nomad-tv.net/htmlles
http://htmlles.net

.
The extended version of this text was initially published in User’s Manual: Contemporary Art in Turkey, Revolver, Frankfurt am Ma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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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ng Digital Culture in Turkey
by Basak Senova

를 그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NOMAD-TV.network라는 제목으로 불리었으며 터키의 디지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리고 그것의
발견과 관찰을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 되었다. 처음에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터키 내에서 디지털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커뮤니티들과 함께 그들의 창작물을 서로 간에 선보이는
과정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다. 디지털 문화의 자국 내 네트워
크가 형성되는 동시에 프로젝트는 자국적 지식과 전문적 지
식 그리고 국제적 소통을 통한 협동 작업과 같은 것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첫 번째 행사는 70명이 넘
는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의미 있는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술가들이었다. 그들은 주류의 흐름의
비능률성과 무시의 반대 극부로 향하는 디지털 문화의 형성
과정과 함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해서 Upgrade! Istanbul은 전 세계 23개 국가의 교류와 더불어
예술과 기술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국제적 네트워크 그룹 활
동을 연계하게 된다.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진 모임은 두드러진
자국의 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Upgrade! Istanbul
터키 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아트 계를
위해서 아카이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근거 있는 정보의
결핍을 보충해 주며 디지털 문화의 자국 행동가들을 위한 저
장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아트 계의 많은 예술가들은 그들의 조사
와 창작 활동에 있어 도시를 그 중심에 설정하고 있었다. 그들
의 창작물들은 대다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작가론보다는 프로젝트의 구현에 중요성과 강조점을 두고 있
는 것이 특징이었다. 기술이 일상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통해
서 그들은 또한 소통과 사회에서의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HTMlles Export 2는 뉴미디어
와 웹 아트 기술에서의 모든 국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상공
간에서의 여성들의 위치 매김에 초점을 둔 기획이다. 이 프로
젝트는 2006년에 이스탄불을 여행했으며, 발전되었고 자국 내
의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그 모습이 생성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의 프로젝트 양상은 의견의 교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캐나다와
터키인들 모두의 참여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
의 제시, 예술과 생물학에 사이의 교류를 통한 윤리학적, 미학
적 조사와 실행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프로
젝트들을 통한 문화 교류와 예술 프로젝트로써의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에 대한 탐구를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소통 기반의 새로운 조사 형태, 전자
기술에 적합한 실험들 그리고 예술의 실행에 있어서 기술적
이고 과학적인 중재에 대한 기록들이 이 프로젝트의 성과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었던 가
장 중요한 점은 자국의 여성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프로
젝트를 향한 지대한 관심이었으며 이는 또한 의미 없는 남성
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더하
여 이 프로젝트는 침체되어 있는 조사 기반, 많은 예산 그리
고 고도의 서구 기술력과 제작 방법에 있어서 매우 적은 예산
으로 진행되는 자국 내의 프로젝트 사이의 현저한 차이를 드
러내어 주었다. 외관상으로 자국 내의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터키 내 공공적 장소에서의 전시를 통해서 좀 저 많은 관객들
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그들의 행동주의적
인 접근을 통한 사회적 반향은 좀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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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 Istanbul 은 지속적 프로젝트로써 터키의 디지털 문
화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미
디어 아티스트, 학자들, 실천가들, 큐레이터들, 그리고 디지털
문화를 관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1달에 1번씩 갖는 모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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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NOMAD
ARTWORKS INFO

NOMAD-TV.NET
NOMAD is an Istanbul-based association that aims to produce and experiment with
new patterns in the digital art sphere by using the lenses of various other disciplines.
NOMAD’s production network aims to build strong connections across territorial borders
through digital culture-oriented projects. The core of the formation consists of designers, engineers, architects, curators and writers. The infrastructure is based on technical
and theoretical levels to provide collaborations with affiliations of artists. Since 2002,
NOMAD has developed numerous local and international projects, including festivals,
exhibitions, performances, multimedia events, experimental film screenings, lectures,
panels, and publications.
http://www.nomad-tv.net/network

Turkey


This screening programme will present a compilation of short videos selected from the
local section of the NOMAD Archive. Since 2002, the NOMAD Archive has collected
works and productions of artists and designers, actively producing in digital culture. The
programme will feature works by ) ExtraStruggle, Bengisu Bayrak, Selda Asal - Ceren
Oykut, Erhan Muratoglu and Basak Kaptan - Maria Frycz.

ABOUT

NOMAD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마드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통하여 디지털 아트의 새
로운 양상에 관하여 실험하며 그것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노마드의 창조에 관한 네트워크는
디지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강한 연결고리를 갖는 것
이 그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현재 디자이너, 엔지니어, 건축가, 큐레이터 그리고 작가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예술가들의 협동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을 통해서 제공
되고 있는 기술적, 이론적 단계적 성과들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2002년부터 노마드는 여러 가지의 자
국 프로젝트들 그리고 국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시켜왔다. 이는 페스티발, 전시,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이
벤트, 실험 영상 상연, 강연, 토론, 출판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nomad-tv.net/network 참조.

Turkey

이번 상영 프로그램은 노마드 아카이브 중에서도 터키 내에서 만들어진 짧은 비디오 작품들로 구성되
어 있다. 2002년부터 진행된 노마드의 아카이브는 선별된 작업들과 예술가들, 디자이너들의 예술 창작
물 그리고 디지털 문화 안에서 활동적으로 생산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
가들은 다음과 같다. ExtraStruggle, Bengisu Bayrak, Selda Asal - Ceren Oykut, Erhan Muratoglu and
Basak Kaptan - Maria Frycz.



ABOUT NOMAD
ARTWORKS INFO

Turkish Light Arts

ExtraStruggle
2002

+Work Info

+작품정보

ExtraStruggle aka Memed Erdener transfers his
graphical visual language to alternative modes of
visual production. Thereby, he produces imageries
as an amalgamation of national and popular signs,
codes and symbols with black humour. The work
displays similarities, oppositions and the common
interests of ideological discourses that appear as
harsh conflicts in Turkey.

액스트라스트러글은 Memed Erdener가 사용하는 작가명
혹은 별칭이다. 그는 그의 그래픽 시각 언어를 대안적 형
태의 시각 생산물을 통해서 이끌어 낸다. 때문에 그의 창
작 이미지들은 국민적이고 대중적인 시각 기호물, 코드
드리고 블랙 유머를 포함하는 상징들까지도 수반하고 있
다. 그의 작업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대한 유사점, 대조
점 그리고 보편적 관심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며, 이
는 터키 내에서의 거칠고 모순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기도 하다.

Turkey


ARTWORKS

Fast-Iman

Bengisu Bayrak
2003

+작품정보

+Work Info

이 작업은 현대인의 삶속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메세들의

“Fast-Iman” questions the relevance of religious
messages for contemporary life. In another level,
it also documents the consequences of neo-liberal economy to our way of living. The video
documents a marketing strategy that a mosque
in Istanbul develops by running lines from the
Quaran on a digital display screen above the entry
of a mosque.

적절성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업은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신자
유주의 경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에 대한 기록물이기
도 하다. 이 비디오 작품은 이스탄불 모스크(회교사원)들
의 발전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탄불의
어느 모스크 입구 위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서 보여주
는 코란은 여러 라인들을 통해서 움직이며 지나간다.

Turkey


ABOUT NOMAD
ARTWORKS INFO

Lost Postcard

Selda Asal
&
Ceren Oykut
2004-2005

Turkey


+Work Info

+작품정보

Selda Asal and Ceren Oykut take the city as the center of their research and productions. The narration
of Lost Postcard forms a fragmented landscape of
Istanbul. Selda Asal, who works mostly with video
to explore ways of documenting visual memory
vignettes, collaborates with Ceren Oykut for this
project. Oykut’s drawings also take daily life experiences in the city - mostly “Istanbul” - as the setting
of her works. Her drawings create plastic realities
through mundane details of life in the company
of visual rhetoric. These drawings take part in multidisciplinary projects concentrating on Istanbul’s
sounds and cult.

2명의 작가는 그들의 조사와 예술적 창작 모두를 도시에
서 행한다. 잃어버린 우편엽서의 이야기는 이스탄불의 파
편화된 혹은 절단된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시각적 기억
의 삽화들을 기록하는 방식의 비디오 작업을 최근에 했
던 작가인 Selda Asal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Ceren
Oykut과 함께 협동 작업을 하였다. 더불어 Oykut의 드
로잉에서는 이스탄불과 같은 도시에서의 일상적 삶에 대
한 경험을 엿볼 수 있다. 그녀의 드로잉은 아주 사소한 일
상적 이야기를 시각적 수사학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서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업에 표현된 드로잉들은
이스탄불의 소리들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다원 예술 프
로젝트이다.

ARTWORKS

I/O Interface Overbloated

Erhan Muratoglu
2005

+작품정보

+Work Info

We are living a transition period. Conventional
media has mutated into something which
strives to fit in the massive amount of digital data into its limited analogue space. “I/O
Interface Overbloated” exposes the bottleneck
condition in which new digital data try to flow
through the television screen. The struggle
between the narrated news and visual data
feed creates bizarre conditions and undefined
zones for the viewer/data receiver. The conventional TV screen is encapsulated by the new
data forcing to find a way to flow.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는 변질되
어 버렸다. 그것은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에 적합해 지지위
해서 한정된 양의 아날로그 공간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이다.
이 작품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디
지털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무분별하게 전해
오는 뉴스와 시각적 데이터는 시청자들에게 시장의 조건과
정의되지 않은 공간을 창조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티
브이 화면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위한 길을 강요하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들에 의해서 포획된 것이다.

Turkey


ABOUT NOMAD
ARTWORKS INFO

The hairdresser
Basak Kaptan
&
Maria Frycz
2004

Turkey
8

+Work Info

+작품정보

The video of Basak Kaptan and Maria Frycz draws
the viewer in a realm where a story is told through
a set of still photographs, yet accompanied with
a soundtrack in which the time flows in some
strangeway, while giving the sense of being there.
Have we been there, really?

Basak Kaptan과 Maria Frycz의 작업은 관람자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작업은 사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진들은 그곳에 정말 존재하는 듯
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약간은 어색하게 흐르고 있는 사
운드트랙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정말 그곳에 간
적이 있는가?

ARTWORKS

Nigar
Erahn Muratoglu
2006

+작품정보

+Work Info

이 비디오 작업은 어릴적 불가리아에서 터키로 이주한

This video work contains a casual talk with 94
years old woman, who had migrated from
Bulgaria to Turkey when she was young. Her
personal collection of photographs inhabits
disparate hints of her life while she is sharing
her fragmented personal memories. “Nigar”
refrains from any immersive storytelling as
Muratoglu perceptibly had no intention to
build any intimacy with the subject. Yet, the sincere memories build fascinating links to unofficial and untold history of the 20th century.

94살의 늙은 여인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모습
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녀가 그녀의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기억들을 이야기 하는 동안 그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나고 이 사진들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힌트
를 제공하는 것이다. "Nigar"는 Muratoglu 이야기와 같이
그녀가 몰입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를 멈추었다. 왜
냐하면 그녀가 그 주제에 대해서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
는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들
은 20세기 동안에 있었던 비공식적이면서 이야기 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매력적인 고리를 형성해 주는 것이다.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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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AB.PREPRAT
ARTWORKS INFO

PREPARAT.ORG
: A collective of intelligence organizing exhibitions, symposia, and projects with new vision.
Preparat[la][German Präparat] <Noun> Biology A sample that can be observed with microscope.

In the summer of 2004, Lab. Preparat was
launched as an independent entity to organize exhibitions and symposia. ‘Preparat,’ a
sample for microscopy is an experiment observing active cell division of onion skin. A preparat,
as a representative form of microscopy, we, the
Lab. Preparat reached consensus that we should
observe dynamic art works with (close attention)/attentively, as if we are examining some
genuine cell activities
Created with the principle, Lab. Preparat carries out a variety of annual projects such as
<404 Object Not Found>, dealing media art’s
data Archiving,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Moreover <Coffee with Sugar> displaying the
trend of society-involving media works through
international screening exchange.
With people interested in media art, Lab.
Preparat runs Media Art Study (MAS) to build
up concrete accumulation of media art theories.
Such an act serves as a core value of our organization, seeking vigorous visual art activities
both at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level.
Today, the realm of media art is not merely restricted to visual art. It is a crucial medium that can welcome and embrace other art
areas where many different human senses are
involved. Through diverse aspects of media art,
Lab. Preparat seeks significant interactions with
art as well as society where we belong to.

Korea


Among many other activities, Lab. Preparat
takes the ‘particular/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viewers and artist-curator groups as
the top priority.

Such a link is footed on art, however, it can be
extended to the society at large, translated into
common language that can convey the story of
the art works. Putting the particular/individual
interaction as the highest notch, we pay special attention on artists-curators relationship,
sharing stories nonstop, and further, wish it to
be served as a friendly art work’s guide to the
audience.
We, Lab. Preparat believe in the power of artistic relationship. We also hold belief that such
a relationship can make change through social
interaction. Art has a special power for change,
or at least it has some distinctive feature of
influence. Even right at the moment, people at
Lab. Preparat translate and interpret the unique
visual language of art works through continuous discourse with artists.
Ultimately, through diverse activities as exhibitions, symposia, and projects, Lab. Preparat
yearns to relate with society and to provide
a forum where people can exchange ideas
on visual language/media art. Moreover, Lab.
Preparat seeks to have a bias-breaking attitude,
embracing all nationalities, skin color, religion,
and gender, exploring their own artistic narrative. Through its ongoing presentation of
exhibitions, symposia, and projects with a newer
vision, Lab. Preparat will continue to address
and share each individual art works’ dynamics
with close observation/attention.
Lab. Preparat is a collective of intelligence with
distinctive vision, continuously endeavors to
offer unique perspective of art.

: 깨어 있는 젊은 시각으로 전시와 심포지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콜렉티브 그룹
프레파라트[―라ː―][독일어 Präparat] <명사> ≪생물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표본.

프레파라트 연구소는 2004년 여름, 전시와 심포지움

구체적인 소통을 원하며, 이러한 소통이 관객에게 친절

을 기획하는 독립 기획 집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미

한 작품 가이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예술적 관

경 표본을 상징하기도 하는 프레파라트는 현미경의 재

계도는 사회적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

물대 위에 양파 껍질 프레파라트를 올려놓고는 활발한

습니다. 예술은 사회를 움직이거나 적어도 영향력을 행사

세포분열을 관찰하던 실험을 부르는 말입니다. 현미경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레

을 사용하는 실험의 대명사인 프레파라트를 통해서 우리

파라트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아티스트들의 이

는 세포 분열과 같은 생동하는 예술 활동을 관찰해야 하

야기를 들으며, 각 작가의 고유한 시각 언어를 해독해 내

며, 그것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

고 있습니다.

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프레파라트 연구소의 지향점은 전시와 심포지
이렇게 태어난 프레파라트 연구소는 현재 미디어 아트

움, 프로젝트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 데이터 보존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404 Object not

의지를 드러내고, 시각 언어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원

Found>와 사회 참여적 미디어 작업의 국제적 교환 스크

탁 테이블 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적이나 피부

리닝을 통해서 각 나라간의 사회 참여적 작업의 동향을

색, 종교나 성별과 같은 차이를 넘어서 예술 언어에 깊은

살펴보는 <Coffee with Sugar>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연

사려로써 귀 기울일 수 있는 큐레이터쉽을 가지고자 합니

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아트에

다. 깨어 있는 젊은 시각으로 전시와 심포지움, 프로젝트

관심이 많은 분들과 미디어 아트 이론에 관한 구체적 지

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분열하는 예술

식의 구축을 꾀하는 미디어 아트 스터디 MAS를 진행하

세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고하겠습니다.

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아트에 관한 활동은 대한민
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 시각

프레파라트 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창출하는 깨어있는

예술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프레파라트 연구소의 근본적

젊은 시각의 집단지능 그룹입니다.

개념의 중심을 이루는 활동입니다. 현재 미디어 아트의
영역은 시각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
기관들을 이용하는 예술 세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중
요한 매체입니다. 미디어 아트의 이러한 다방면 활동을
통하여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와의 뜻
있는 쌍방향 소통을 지향 합니다.
프레파라트 연구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구체적 소통’을 전제로 하는 아티스트와 큐레이
터, 그리고 관객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예술에 그
술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로 재구성됩니
다. 그리하여 프레파라트 연구소는 아티스트와 큐레이터

Korea

뿌리를 두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부분으로 예

사이의 끊임없는 이야기와 서로 간의 숙제를 통한 아주



ABOUT LAB.PREPARAT
ARTWORKS INFO

Metro in Seoul
Jinjoon LEE
2007, single channel video,
sound, 16’56”

Korea


+Work Info

+작품정보

This work is the record of an absurd performance
in the subway train. By taking a subway train as
a stage, he created the intersection of the very
absurd but possible situations in real world and the
in the play. The artist captured the audiences’ reactions to the performance which is trying to show
no expression or ignore. Through those reactions
of the audiences, he would like to make people to
remind our behaviors that stick to the social custom
and the ignorance to our surroundings.

그의 작업은 지하철을 하나의 연극 무대로 설정하여 어
처구니없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장면을 기록한 영상 작
업이다. 이 작품은 어처구니없지만 있을 법한 실제와 연
극이 만나는 이 공간에서 버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애써 외면하거나 무관심함으로 행
동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사회가 사회적 관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무심한가하는
사실을 관객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ARTWORKS

The Voice of God
Mirang LIM
2007, single channel video,
sound, 7’03”

+Work Info

그녀는 작업에서 ‘지시적 언어’로 시대와 역사를 말하는

Is it possible to talk about the history and the
times in demonstrative language?
This Artist, also active as a TV documentary
writer, reflects the frustration that her Voice
Over Narration, conceived to talk about the
times and suggest the social agenda, is hit by an
obstacle called “incommunicability” The Voice
over narration, often dubbed as the Voice of
God, remains as a legacy of so-called the era of
propaganda. The writer looks back on pains of
the past and traces of history which cannot be
explained with a cold and authoritative voice.
Facing the frustration caused by the
“Irreproducibility” that the “power of redundant words” have, she challenges the authority
of broadcasting system, by dispersing, deconstructing, and fragmentizing the words she has
produced for herself.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ＴＶ 다큐
멘터리 작가로 활동하기도 하는 작가는 시대를 말하고 사
회적 어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생산된 자신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들이 ‘소통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자조
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신의 목소리로 불
리우며 프로파간다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보이스 오
버 내레이션, 작가는 이 지점에서 견고하고 권위적인 목
소리로는 미쳐 설명되어질 수 없는 시대의 아픔과 역사의
결이 있음을 돌아본다.
‘과잉된 말의 권력’이 갖는 ‘재현 불가능성’ 앞에서 작가는
자신이 직접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으로써 만들어 냈던 언
어들을 분산, 해체, 파편화시키며 방송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 하는 것이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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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Hee Park’s Self Camera Shot Lecture V1.0
Sanghee PARK
2005, single channel video,
sound, 16’10”

Korea


+Work Info

+작품정보

We live in a World, so called Media matrix (the
fusion of creative media). Through the mass media,
we read the world. Among the diverse media,
Sang-hee Park who is a artist expresses herself to us
via such friendly sources as Digital camera and DV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uccess of cyworld
(blog) can be reflected to the Korea’s characteristic
culture, that is, the basis of judgment is not the
person him or herself but other people.
Her work is neither cold nor hard to understand.
With her works, the artist expect more people to
make their own decision with opened conclusion
rather than people who make already set conclusion with criticism. The Self-camera V1.0 can be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discover oneself that is
unknown. In addition, it helps to present oneself
more actively or else represent oneself differently.

미디어 매트릭스(Media Matrix : 창조적 미디어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상을 읽
는다. 그 중에서도 박상희는 ‘싸이얼드’와 ‘디지털 카메
라’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목
소리를 낸다. 대한민국에서 ‘싸이월드’라는 개인 블로그
의 성공은 나 아닌 타인의 시선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
용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래서인지 박상희의 작품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작가
는 단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비판이나 옹호로 ‘이
미 결정된 결론’을 보여주기 보다는 ‘열린 결말’로 더 많
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해석과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번 <셀프카메라강습비디오 V1.0>은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왜곡하고, 표현하
며 자신도 모르는 자아의 세계를 다시 한 번 발견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www.cyworld.com/sanghee-park

ARTWORKS

Ice breaker
Sungyoon JUNG
2006, Netart

+Work Info

그의 작업에는 1973년 한국의 남부도시 포항 해안에 건

This work planned in 1973 contains two different chapters. One is totally about a tremendous steel mill built in southern coastal city,
Pohang, in Korea and the surrounding scenery
of it. The other is the employee’s monotonous
behaviors in their daily routine. A wind-surfer,
who’s trying to have the wind at his back in
front of the large icebreaker sorrowfully, that
is willing to expand its influence, fuming out
of several chimneys today. An amateur marathoner running on the dry beach thinks that
nothing would happen in his neighborhood.
Unfortunately, the beach has been eroded constantly lethal enough to destroy everything.
Both wind-surfer and marathoner would be
shocking sight to us. This cube is not only cold
or live place but also wonder world filled with
ironic metaphor to him. This re-created different space co-exists with all kinds of vigorous
desire inside our planet, the earth. It could be
obtained right after the hardship and desolation we exploit through our time and energy.

설된 거대한 제철소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풍경들, 그리
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구성원들의 너무나 일상적이고 단
출한 행동들이 두 개로 나뉘어 담겨 있다. 여러 개의 굴뚝
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아니 오히
려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거대한 쇄빙선 앞에서 그저 바람
에 실리려 처절하게 윈드서핑을 시도하는 윈드서퍼와 또
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듯 침식당하고 있는 메마른 해
변 위를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달리는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모습은 오히려 낭만적이다. 작가에게 이 공간은 차가우면
서 살 냄새 나는 공간이며 아이러니한 은유로 가득 찬 별
천지라고 말한다. 극과 극 사이의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이 공간은 모든 것을 내주고 얻은 고단함과 적막감 속에
서 꿈틀거리는 실로 가벼운 욕망들이 공존하는 이질의 공
간으로 재창조된다.

www.ooo.pe.kr
www.sungyo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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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your heart !
Jia Chang
2007, Performance
Documentation Video
5’40”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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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by Ji-a Chang is simple yet provocative
and delightful. The charm of her work is in the fact
that it involved performance by local residents,
rather than in the making of a T-shirt with the
image of breasts. At a point where how the society
perceives sexual expression, it is the very aspect that
naturally leads people to respond honestly by using
the naturalness and comfortableness of sexuality.
It is still an important experiment and invokes curiosity to introduce sexuality into the public arena.
That is why how the process of this cheerful assertion of this artist who proudly exposes her personal
parts and breasts is going through the public lens
is fascinating. Korea Episode is just like that. It is
where people who accept bare breasts interestingly
become more lost than people who feel uncomfortable with them. The proposal of the artist for
the latter could be a phantom menace as well as a
phantom beauty.

장지아의 작업은 간단하지만 도발적이고 유쾌하다. 이 작

*text from the exhibition <KOREA_EPISODE 1>
by Byungjik MIN

업의 묘미는 단순히 가슴사진을 찍어 티셔츠로 만든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지역의 시민참여 퍼포먼스로 진행했다
는 점에 있다. 성적인 표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지형이 변
화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섹슈얼리티가 갖는 자연
스러움과 편안함을 매개로 하여 시민들의 솔직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 말이다. 섹슈얼리티가 공
론장에 들어서는 일은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실
험이고 궁금 거리이다. 그렇기에 가슴을 열어, 자신의 내
밀한 부분을 기록하고 당당히 보여주며, 속옷에 조여 답
답한 가슴을 풀어 헤치자는 이 작가의 유쾌한 주장이 사
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자체가 흥미롭다.
한국적인 에피소드는 어쩌면 이런 식일 것이다. 가슴노출
에 대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민들만큼이나 재미롭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이전보다 는 그 애매한 지점 말이
다. 후자의 경향을 위한 작가적 제안은 어쩌면 보이는 위
험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아닐까 생각해본다.
*전시 <코리아 에피소드1> 서문에서 발췌, 글 민병직

ARTWORKS

Image oriented dietary consumption disorder
Taeyoon Choi
2007, MS PPT/ MOV file,
sound, 9’18”

+작품정보

+Work Info

‘이미지 위주의 식단’은 ‘이미지 기름’이 유출되어 도시인

‘Image oriented dietary consumption disorder’
is based on a scenario, ‘image oil’ leaked out
in to the ocean and diluted the water which
later sickened urbanites into a image oriented
diets. It is an investigation on political function
of images in internet space, and its social role
in digital culture. By using popular images of
200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r. Hwang
Woo Suk, Curator Shin Jung Ah, and Oil leak in
Tae Ahn, the project critically questions the way
images are treated in internet space, communication and data based on image, and urban
space augmented by mobile and screen media.

이 이미지 위주의 불균형적인 식생활을 하게 되는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인터넷 상의 이미지가 내포하는 정치적
역할과 디지털 문화에 작용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탐
구이다. 2007년 대통령 총선, 황우석, 신정아, 그리고 태
안 기름 유출 사건 등이 이미지를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
서 다뤄지는 방식과, 이미지에 의존한 정보와 의사 소통,
그리고 도시 공간에 넘쳐나는 모바일 미디어와 도시 미디
어 (전광판 등)이 포화시키는 정보 공간에 대한 위트 있는
지적을 시도한다.

http://tyshow.or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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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L man in Seoul
KimchiSalad
2007, blog-ar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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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정보

‘OTL’ stands for ‘frustration’ in cyber space of
Korea(Japan and China too) People can easily
understands that meaning. Because of it is not just
word but a kind of image that could communication itself. The ‘O’ as head, the ‘T’ as arms, and the
‘L’ as bended legs. If it can get together, it seems
to be seen that the man frustrate on the ground.
This artist who usually used internet and blog for
express himself, represented about apathy between
each other in our lives that using in term of cyber
space. Even during he had performance, people
really doesn’t care about that. There is very different situation, however, online. It was very hot
issue and they gave a lot of thousand reply for his
performance. Is it real that people feel anything to
and doesn’t care about each other?

‘OTL’은 한국(일본과 중국 역시)에서 사이버 공간 상에서
쓰이는 용어로써 좌절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 뜻을 이해한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미지로 이해 할 수 있는 소통언어라고
할 수 있다. ‘O’는 사람의 머리 정도에 해당하고, ‘T’는 팔
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L’은 다리에 해당한다. 이것을 모
두 합쳐보면 사람이 바닥에 없드려 있는 모습으로써 좌
절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인터
넷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무관
심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가 작업을 위해서 퍼포먼
스를 하는 동안에도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게 매우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그의 작
업을 그의 블로그에 올렸을 때에 온라인에서의 사람들
의 반응은 달랐다. 사람들은 매우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
며 몇 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 한 것일까?

ARTWORKS

Surveillance Drama Kill Bill
Yangachi
2007, video installation,
5’44”

+Work Info

<감시 드라마 : 킬빌>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 작

‘Surveillance Drama : Kill Bill’ is the art works
which using surveillance camera(CCTV). That
works presented for a part of movie dealing
with surveillance camera in every city. The work
seems to be seen like a popular movie scene
with performance that we had experience
through surveillance camera. Or even it looked
strange that encounter with actor on the
ground of that place within view of watcher.
Furthermore the perspective of artist who had
hacking the real surveillance camera, overlap
with two perspectives above and then it would
be shown to audience altogether. ‘Surveillance
Drama : Kill Bill’ used surveillance camera system in various surveillance systems. Surveillance
camera conduct private and public function in
the same time, on that score, it doesn’t matter
to identification about the intend of existence
beyond camera and surveillance itself as well.

업이다.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 망을 이
용해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다. 감시 드라마 : 킬빌은 감
시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
처럼 익숙한 상황이 재현되는 퍼포먼스로 보이기도 하고,
감시 카메라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배우들의
등장이 생소한 장면으로 보일 것이고, 감시자의 감시 카
메라를 해킹해 바라보는 제작자의 시선은 앞서 언급된 두
시선과 함께 오버랩되어 감상할 수 있도록 작업되어진다.
<감시 드라마 : 킬빌>은 도시의 다양한 감시 시스템 중,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한다. 감시 카메라는 공적인 기
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에 감시 자체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과 카메라 이면에 있
는 존재의 의도를 확인하려는 것은 더 이상 중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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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Inhabitants in One House
Heyjin Lee
2006, project archive,
single channel video,
sound, 6’45”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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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wastes, such as paper boxes or egg holders,
gathered from a junkyard, do make-over as suitable materials for constructing her vision reminding us of the well-known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no
the property itself in the exhibition hall, the third
method of selling Lee’s property is far from satisfying anyone’s greed and concerning with anybody’s
ownership.
Actually, you may have noticed that the price does
not take its importance in the whole context of
Lee’s works. The time-consuming labor of piling
paper residences stand for none other than the
expression of the artist’s affections toward the people in her community by sharing any invisible profits. In short, love, an aspiring yet humble answer to
possible inquiry over her aesthetic intention, can
cover the persistent pursuit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to the community.

재료: 재활용 종이상자, 종이 달걀판, opp tape, 벨크로

www.cyworld.com/leehyejinhouse

테이프, 시트지, 영상 설치한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인
200x200x200cm 크기의 집은, 여러 겹의 쌓여진 종이들
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수
많은 종이의 사용은 결국, 우리 사회의 ‘집’을 향한 열망
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런 점에서 2850명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또는, 살고 싶은 집은, 역으로 한 사람이 살
고 있는 2850채의 집과 같은 사회적 욕망이라고 볼 수 있
다. 재활용 되는 종이상자들을 40x20x20cm 크기로 재단
하여, 종이 벽돌로 만들어 집을 짓기 위한 재료로 사용한
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벽돌들은 200x200x200cm 크기
로 쌓아서 한 채의 집이 된다. 200x200x200cm 크기 종이
벽돌집은 전시가 종료된 이후, 본래의 종이로 돌아가서
재활용 업체에 판매되고, 작품을 판매한 금액은 ‘한국 해
비타트’(http://www.habitat.or.kr)에 기부하여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데 사용된다.

ARTWORKS

Chameleon
Yongdoo PARK
2004, 16mm converted to
DVD, sound, 9’00”

+Work Info

이 이야기는 박만수라는 작품의 주인공의 집안 이야기이

This story is about Park Man-Soo’s family who
are normal Koreans. Three generations of Park’s
family members, including Park himself, are
telling us their own story in a comical Omnibus
style. The first story is about Park’s 28th great
grandfather, who lived during the Joseon era.
Park’s great grandfather was in trouble with
his elders because he cut his own hair…. The
second story, is about Park’s father who got
in trouble with the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during the 1970’s because his hair was
too long…. (The non-democratic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during the 1970’s didn’t even
let people have the freedom to grow their
hair long.) In last story, you can see how Park
Man-Soo also finds himself in trouble like his
great grandfather and father before him….
The director tries to show us in his short film,
with a family’s history with hair, how silly some
rules are that are meant to control us. The
way he describes everyday people’s lives and
how they have to change because of these
silly rules is comical and fun to watch, but at
the same time is full of meaningful metaphors.

다. 3대에 걸친 이야기들이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이 되어
표현되었는데, 먼저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
일 먼저 등장하는 박만수의 28대손 할아버지께서는 머리
카락을 잘랐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혼쭐이 난다. 이어 등
장하는 1970년대 박만수의 아버지는 군사독재정권의 장
발단속으로 또다시 수난을 당한다. 드디어, 이 집안의 수
난이 만수에게로 이어지는데...
작가는 단편영화라는 형태에 걸맞은 머리카락의 수난 이
야기를 통해서 시대권력에 따라 변해야만 하는 고단한 민
중의 삶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 In the Joseon era, you couldn’t even think about cutting your own hair because your hair was given to you
by your parents and therefore was theirs. Your whole
body is given to you from your parents according to
Confucianism which was widely practiced at that tim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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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yana
Pandova

She studies Still Photography at National Academy of Theatre and Film Arts. Before she studied Acting
at the New Bulgarian University. She works in video art, still photography and visual performance.
Takes part in interdisciplinary projects.

1979

http://dani.cult.bg

Todor
Karastoyanov
1974

Adelina
Popnedeleva
1956
born in Sofia,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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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raduated from the National academy of Theatre and Film Art – Sofia. Active musician (drums,
electronics) since 1989. Member of different not-existing-any-more or reshaped bands: Lacrima Crisitie
(R.I.P.), Animacionerite, Triteleta (R.I.P.), Nasekomix (R.I.P.). Acts as himself under “tkrst” – concerts and
dj sets in Sofia, Vienna, Leipzig, Graz. Music for theatre, short films, performances. “Whatever-advert
Laboratory” is the most recent project started together with Boryana Pandova. Reviews on current theatre events in culture periodicals and websites

She graduated from the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in 1988. From 2005she is making Ph. D.in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in Sofia. She works in the area of instalations, objects, performances and
videoart.She has solo exhibitions in Bulgaria, Switzerland (BBI festival BBI, curator Olivier Suter), France
(East-West Festival, curator Irina Genova), Germany (Kunstlandsihaft 3), and takes part in a lot group
exhibitions in Bulgaria (curators Maria Vassileva, Galia Dimitrova, Misirkov/Bogdanov,USA, Elizabeth
Foundation for the Arts, curators Regina Khidekel, Irina Danilova; Women of the World, a global
Collection of Art, White Columns, NY, USA, curator Claudia DeMonte; The World’s Women On-Line!,
curator, Murial Magenta; Donumenta 2005, curator Regina Helwig-Shmid; Onufri , curator Suzana
Kuka, Dare to be different, Albania, curator Eleni Laperi.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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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e Beck
1966
born in U.S.A

Daniela
Kostova
1974
born in Sofia,
Bulgaria

Kamen
Stoyanov
1977
born in Rousse,
Bulgaria

She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based in New York City, USA. She completed her Bachelors in Art History
at New York University and Masters of Fine Arts at Parsons School of Design. Her work has been show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t venues including The ICA in London, The Blaffer Gallery at The Art
Museum at the University of Texas Museum, Galerie Chez Valentin in Paris, France, The Bronx Museum,
and The Queens Museum of Art. She teaches at the New School University and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y

She is a media artist, based in New York, USA. She graduated from the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in 1998 and MFA in Electronic Arts,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Troy, NY, USA in 2005. Among her
solo exhibitions are CEC ArtsLink, New York, New York (2006), I See- You See, SPACES Gallery, SPACElab,
Cleveland, Ohio, USA (2002), “Play back” in ATA Center, Sofia (2001) and “Frame”, Placentia Arte,
Piacenza, Italy (1999) . In 2000 She took Onufri - First Prize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n Visual
Arts, Tirana. Among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shows she took part in are “Ostensiv” , curated
by Paula Boettcher, Moscow/ Berlin, Viafarini, curated by Lino Baldini, Milan, Tirana Biennale 1, Tirana,
“Looming up”, curated by Walter Sedl, Kunsthalle Exnergasse, Vienna.

He graduated Master of Arts at the National Arts Academy in Sofia in 2002 and Visual arts, art and
cultural studies, Academy of Fine Arts, Vienna in 2005. He works mostly in the field of video and
photography. Solo exhibitions: Modality, Ata Center for contemporary art, Sofia (2004), WORK/S,
Irida gallery, Sofia (with Vasilena Gankovska) (2003); and FINE, MAK-GALERIE,Vienna (with Vasilena
Gankovska) (2002). He has participated in many big group exhibitions among which: I can see clearly
now, Krinzinger Projekte, Vienna (2005), Blood and Honey, Future is on the Balkan (2003), and
Trandifications, <rotor>,association for contemporary art,Graz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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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 Debois
Buhl
1979

n@nannadeboisbuhl.net
http://www.nannadeboisbuhl.net

Jacob Tækker
1977
born in Sønderborg,
Denmark

jacobtaekker@hotmail.com
http://artnews.info/jacobtaekker
45-302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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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2001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Copenhagen, Denmark
Department of New Media and Department of Walls & Space. MFA
2000 Funen Academy of Fine Arts, Odense, Denmark
1997 Gerrit Rietveld Academie, Amsterdam, Holland. Free media Department. BFA
1995 Atelier 17 (Contrepoint), Paris
EXHIBITIONS
2007 “Speak Up!”, Den Frie Udstillingsbygning, Copenhagen, Denmark
“BAC 41st International Film & Video Festival”, Brooklyn Museum, New York, USA
“Measuring the Distance Between Exotism and Exorcism”, Galleri Box, Göteborg, Sweden
“Trading and Using Bodies”, Overgade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Copenhagen, Denmark
“Exquisite Crises & Encounters: 24 Hours “, Asian/Pacific/American
Institute at NYU, New York, USA
“Vårsalongen”, Liljevalchs Konsthall, Stockholm, Sweden
“HELLo”, Flux Factory, Long Island City, New York, USA
2006 “House warming”, video program, Swiss Institute, New York, USA
“How about her side of the story?”, Galleri Charlotte Fogh Contemporary, Aarhus, Denmark
“Eksil”, KBH Kunsthal / Krabbesholm Højskole, Skive, Denmark
“Thinking Aloud” (w. Tamar Guimaraes), Overgade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Copenhagen, Denmark

EDUCATION
2000-06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Copenhagen/Denmark
2002-03 Gerrit Rietveld academy, Amsterdam
2000 The art folk high school at Ærø, Denmark
SOLO EXHIBITIONS
2006 Parking lot limbo, MOGADISHNI, Copenhagen, Denmark
2005 Rutine, Gallery Q, Copenhagen, Denmark
GROUP EXHIBITIONS
2006 Exit. Gl. Strand, Copenhagen, Denmark
“Individual communities”, Scandinavian video art, curated by Szefer Karlsen,
Monkey town - www.monkeytownhq.com
International filmfestival, Odense, Denmark
Add X to N, Museum for contemporary art, Roskilde, Denmark
2005 Time Bandits, Rahuset, Copenhagen, Denmark
DNA, Copenhagen, Denmark
The Spring Exhibition, Charlottenborg, Copenhagen, Denmark
2004 KRAT, Frederiksbergshave, Denmark
Real imitation, Galleri Egelund, Copenhagen, Denmark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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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a Knapek
1975
Born in Bremen,
Germany

http://miska.org
http://knapek.org
mailmiska@knapek.org

Maria
Lavman Vetö
1960
Born in Stockholm,
Sweden

www.marialavman.dk
marialavman@telia.com

EDUCATION
2002 - 2004 Art & Technology, IT University of Gothenburg, Sweden
2001 - 2002 Interaction Design, Malmoe City College, Sweden
1998 - 2001 Graphic Information Design, Ba(Hons), University of Westminster, London
1997 - 1998 Foundation Course in Art and Design, Salisbury College, United Kingdom
1996 - 1997 Painting and Drawing, Den Tredimensionelle Skole, Copenhagen
EXHIBITIONS
2007 Timespace II, Galerie Rose Marie, Malmoe, Sweden
2006 Rhythm, Netfilmmakers.dk, Copenhagen, Denmark
Transient Images, Galleri Hornbaek, Denmark
2004 Crossing borders, New media art exhition, Nordstan, Gothenburg, Sweden

EDUCATION
1980-82 Gerlesborgsskolan, Stockholm
1984-90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Copenhagen
1998-99 MMI, MultimedieInstittutet, Copenhagen, Multimediedesign, 34 weeks
2001 -2003 Interactiondesign, Master, Arts & Communication, K3, Malmö University
SELECTED EXHIBITIONS
2007-2008 Virtual Moves, exhibition in SecondLife, organized by Tagging Art
2006 “Fotografi i Fokus” Fotobiennalen in Skåne, Sweden
Hållplats, BOX Kraftverk, Bjärtrå
2005 “Fem konstnärer” Ronneby Konstcentrum
“Skarpt läge” Galleri Rostrum 20 års jubileumsutställning,
Mazetti Kulturhus, Malmö, december
“Memorybox, PrintScreen Copy Paste, www.netfilmmakers.dk
“BRUNNEN - Konst gestaltar ett historiskt parklandskap “, Ronneby Brunnspark
2003 “Cockpit Konstbazar” , Hedmanska gården, Malmö
“RUM”, An exhibition for Malmö University Interactiondesign, K3,
Form och Designcenter, Malm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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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ens
Jacobsen
1959
Born in Rome,
Italy

http://www.mogensjacobsen.dk/
http://www.mogens.info
jacobsen@artnode.org
mail@mogens.info

Heike Hamann
1962
born in Hamburg,
Germany

hehamann@we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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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Masterclass by Stephen Wilson (SFSU) and Roy Ascott (CAiiA)
Gender and Media Art. McGill University, Canada
Film, Media, Cognition and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openhagen, Denmark
Mathematical Sciences. University of Aarhus, Denmark
SELECTED EXHIBITIONS
2007 “YOU[ser]”, ZKM, Karlsruhe, Germany
“WebScape”, Vestsjællands Kunstmuseum , Sorø, Denmark
“dokumentART European Filmfestival”, Neubrandenburg, Germany.
“OFFicyna”, Szczecin, Poland
“Audiobar”, Festival of Research, Pakhus 11, Copenhagen, Denmark
“Net Space”,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 Roma, Italy
“TurntablistPC”, Vestsjællands Kunstmuseum , Sorø, Denmark
“RealitySamples”, Skive Ny Kunstmuseum, Skive, Denmark
“Social_Akti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Roskilde, Denmark
2006 “Electrohype 2006”, Lunds Konsthall, Lund, Sweden
“On the edge “, Århus Kunstbygning, Århus, Denmark
“Body Works”, Reuten Galerie, Amsterdam, Netherlands
“OutVideo06”. Moscow, Saint Petersburg, Yekaterinburg a.o.places, Russia

SCHOLARSHIPS / AWARDS
2007 U2 Alexanderplatz: Prêt-à-porter
2006 Künstlerhaus Schloss Wiepersdorf
2002 Kultusministerium Sachsen Anhalt, Salzwedel
2000 artist-in-residence Nykarleby, Finnland
artist-in-residence Trondheim, Norwegen
SELECTED EXHIBITIONS
2007 U2 Alexanderplatz: Prêt-à-porter bereit zum Tragen, Berlin(solo)
Public space award, Auswärtigen Amtes Berlin
lake movie, Neuruppin, Germany(solo)
Strictly Berlin, GfK, Berlin
2006 Stipendiaten Schloss Wiepersdorf
Gilly, LandKunstLeben, Steinhöfel, Germany
Canal Movie 48 Std., (solo) Neukölln
2005 jenseits von eden- east of Eden, LandKunstLeben, Steinhöfel
Sextant, Steno Museet Arhus
Tyche Brahe Planetarium, Copenhagen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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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sandra
Wellendorf
1965
Born in Copenhagen,
Denmark

kasswell@hotmail.com

Thomas Seest
1968
Born in Copenhagen,
Denmark

www.dandruff.dk
www.kunstdk.dk
www.photography.dk
thomas@dandruff.dk

EDUCATION
2000-06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Copenhagen/Denmark
2002-03 Gerrit Rietveld academy, Amsterdam
2000 The art folk high school at Ærø, Denmark
SOLO EXHIBITIONS
2006 Parking lot limbo, MOGADISHNI, Copenhagen, Denmark
2005 Rutine, Gallery Q, Copenhagen, Denmark
GROUP EXHIBITIONS
2006 Exit. Gl. Strand, Copenhagen, Denmark
“Individual communities”, Scandinavian video art, curated by Szefer Karlsen,
Monkey town - www.monkeytownhq.com
International filmfestival, Odense, Denmark
Add X to N, Museum for contemporary art, Roskilde, Denmark
2005 Time Bandits, Rahuset, Copenhagen, Denmark
DNA, Copenhagen, Denmark
The Spring Exhibition, Charlottenborg, Copenhagen, Denmark
2004 KRAT, Frederiksbergshave, Denmark
Real imitation, Galleri Egelund, Copenhagen, Denmark

EDUCATION
1998-99 Duncan and Jordanstone College of Art, Time based Art, Dundee (1 year Scholarship)
1995-98 Glasgow School of Art, Fine Art Photography, Glasgow (Ba.Hons)
1994-95 Fatamorgana, Art School, Copenhagen (Foundation)
SELECTED PROJECTS
2007 Glare Media Art Resources, video festival and exhibition, curator Nadev Hochman, Israel
Vi - en dyade, collaboration with writer Helle Højland, Postcards, Artistbooks, a.o. Copenhagen
2006 Art Cup 2006, group show, curator Nuno Sacremento & Roddy Buchanan, Huntly, Scotland
Video work for Nordic literature festival, Rome
Edition for egoburger, commission for Glasgow International 2006 www.egoburger.com
Kollision, collaboration with Tim Jørgensen, Galleri Signe Vad, Copenhagen
Stereo Study #2, publication for IM7, Aarhus 2006 www.im7.dk
2005 Dandruff at WoodWood, collaborate exhibition, Copenhagen
Video project for netfilmmakers edition 5, Copenhagen 2005 www.netfilmmakers.dk
Leporello # 01-11, elleven artist books. Langtbortistan, Copenhagen
A view from... group show, Goliath Visual Space, New York
CabinXchange, public space project, Edinburgh
2004 Akkord, solo exhibition, in collaboration with designer Anna Weinholt, Pabiwema Platz, Cph
Playground #1, group show, Galleri24B, Copenhagen
Tilføjelser til Havørnen, artist book, 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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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Struggle
(Memed
Erdener)

SELECTED EXHIBITIONS
200710th 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Curator: Hou Hanrou.
2006 Published Vitamin D book by Phaidon.
Exhibition in Diyarbakir titled “Lokal Cennet” (Local Heaven) with Hafriyat.
2005 Exhibition in bunkers of Berlin-Treptow / Arena, titled “The Free Will” with the invitation
of curators Nina & Torsten. Metin Ustundag, Hakan Gursoytrak and Extrastruggle exhibition at
Counter-Art Project in Istanbul.
2004 Exhibition in Thessaloniki, Greece titled
“Cosmopolice 1 / Microcosmos X Macrocosmos” with the invitation of curator Magda Carneci.
Exhibition in Zagreb, Croatia titled
“What, How & for Whom / WHW” with the invitation of Natasa Ilic.
Exhibition in Berlin titled ”Simdi / Now” with the invitation of curator Christoph Tannert.
The art group Hafriyat’s exhibition ”The False World” in Munich, at Rathausgalerie with the
invitation of Lisa Erb, Peter Pinnau.
2003 “Walking Istanbul, Notes From The Quarantine” exhibition at The Israel Center of Digital Art,
Holon with the invitation of curator Basak Senova and Erden Kosova.
“In The Gorges Of The Balkans” exhibition at Kassel,
Germany with the invitation of curator René Block.
Istanbul themed exhibition at Rotor Gallery at Graz,
Austria with the invitation of curators Basak Senova and Erden Kosova.
“Greater Weever” a design for the travelling billboard project.
(Graz, Budapest, Saint Petersburg...)
The new muslim cartoon hero “Turban Soray / Veil Girl” and the paintings of her, each more
modest than the next, for the ”Families Only” exhibition at Counter-Art Project in Istanbul.

Bengisu Bayrak

EDUCATION
2001 B. A. marmara university faculty of fine arts department of painting
2005 M. A. Istanbul bilgi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film and tv
2007 student at marmara university institute of fine arts painting department
SELECTED EXHIBITIONS
2007 Istanbul biennial, night comers, istanbul
2006 rejection episodes, vooruit kunstencentrum, gent, Belgium
atelier of tayfun erdogmus, Goethe institute and gallery D art, istabul
5th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akbank sanat, istanbul
marmara university 3rd international student triennial, toptasi, istanbul
2005 1000 lies of identity, siemens art gallery, istanbul
filimdeyim 2, Istanbul bilgi university, Istanbul
short documentary, student films and independent films: city and architecture, tarik zafer
tunaya culture center, Istanbul
2004 3rd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akbank sanat, Istanbul
what i see today has little to do with me: exhibitions among european universities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dunde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burg giebichenstein
hochschule für kunst und design halle, school of art and design, university of ulster, institut
für elementares formen, technische universität braunschweig, marmara university, istanbul,
türkey, istanbul bilgi university, istanbul, turkey)
2002 Identitäten, löwenpalais ve DGB haus, berlin
2001 21st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ataturk culture center, Istanbul
new suggestions-new propositions 6, borusan art gallery, Ista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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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da Asal

EDUCATION
Studied Musicology and Art.
Initiater of the Apartment Project in Istanbul
SELECTED EXHIBITIONS IN 2007-2006
2007 Hard to die, video installation, OFF BEAT, curator: Maja Ciric, SKC, Belgrate,Serbia
“Hard to die”, “What did I do wrong?” video installation, Arttransponder, Berlin – solo exhibition-2+1 ,multi media installation , Apartment Project (colaboration with Ceren Oykut and
Neriman Polat) 10 th.Istanbul Bienniale, curator: Hou Hanru Biennial Exhibition,
Nev-Pera, Istanbul
Istanbul Now , Video Installation “I wouldn’t quit ,if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curator:
Tayfun Belgin, Galerie Lucas Feichtner,Vienna
The Trial, video installation, Mediterrenean Dialogs, curator: Susan van Hagen , St. Tropez,
France
Radikal Art ,”everything is ok” billboards in Istanbul Streets,, curator:Ovul Durmusoglu
Upgrade! Tel Aviv-Jerusalem , Four days in Cairo, curator: Basak Senova ,Contemporary Image
Center (CIC) Cairo
2006 Love is fake, video installation ,PRO -arte,Copenhagen
Postcards Stockholm-Istanbul - colaborated with Ceren Oykut and Gul Kozacioglu, Video
installation,Botkyrka Kunsthalle, ,Tumba ,Stockholm
OUTLINERS , video installation ,Competing with Genies, curator: Stephen Bauer, Zorka
Lednarova, Caroline Lund, Doreen Mende, Arttransponder, Berlin
Love is Fake The 12th International Festival of Computer Arts Maribor,Slovenia
SNAPSHOT 1_ “2 minutes” curator: Basak Senova, New-Delhi, Kulturni Inkubator

Ceren Oykut

www.marialavman.dk
marialavman@telia.com

EDUCATION
2002 B.A. degree at Mimar Sinan University, Fine Arts Faculty, Department of Painting
SOLO EXHIBITIONS
2006 “Musical Drawings” Karaburun Festival, Izmir
“City Can- Kustepe Branch” curated by Marcus Graf, Under Construction
Contemporary Art Center, Kustepe, Istanbul
“City Can” curated by Marcus Graf, Under Construction Contemporary Art Center,
Maltepe, Istanbul
2005 “Utopia” Karaburun Festival, Izmir
2003 “Drawing Exhibition”, Kultur Köln 30, Köln
SELECTED GROUP EXHIBITIONS IN 2007-2006
2007 ”Slow Space Fast Pace” an exhibition in public space curated by Rana Ozturk,
Patrick Street no 23 Shandon, Cork, Ireland
“2+1” a project by Apartment Project, Selda Asal, Ceren Oykut, Neriman Polat, 10th
Internatıonal Istanbul Biennal, Santral Istanbul
“Sobe!” curated by Leyla Gediz, Bilsar Building, Istanbul
“Hafriyat Karaköy” Hafriyat Group Exhibition, Karaköy, Istanbul
“From Owner with Wiew”, group exhibition curated by Derya Yücel Ortakoy, Istanbul
“Nothing is going to be allright” Apartment Project,Istanbul
“Ardindan Degil Karsisina”, curated by Övül Durmusoglu,
Radikal Newspaper, street exhibition, Istanbul
2006”Everything’s Gonna be Allright” Apartment Project,Istanbul
“Rejection Episodes”, curated by Basak Senova, Arts Centre Vooruit, De Centraale, Ghent
“Yerel Cennet” (Local Heaven) Hafriyat Group Exhibition, Diyarbakir
“Istanbul Contemporary Art Fair”, Lutfi Kirdar Fair Center, Istanbul
“Topkapi” Spedition, Br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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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an
Muratoglu

EDUCATION
1994 M. A. Graphic Design, Bilkent University, Department of Graphic Design, Ankara, Turkey.
1990 Bachelor of Industrial Design,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Ankara, Turkey.
VIDEO AND ANIMATION
2006 nov 23-25
“Nigar”
Conscious in Coma video screening project, Istanbul.
2006 april
“i/o Information Overbloated”
under.ctrl project, Graz, Austria.
2004 october 22-31
“Stay/Put”
26th Mediterranean Film Festival of Montpellier, France.
2004 june 10-12
“Stay/Put”
Loosing.ctrl project, Babylon, Istanbul.
2004 april 30 may 1
“Blatta(nt) Orientalis(t)”
Trans_European Picnic: The Art and Media of Accession, Novi Sad, Serbia. Hosted by
kuda.org, Novi Sad in collaboration with V2_Institute for the Unstable Media, Rotterdam.
2003 sep 18-20-21
“Blatta(nt) Orientalis(t)”
Glassights, The Apartment Project, Istanbul
SELECTED EXHIBITION / PROJECT
2007-2008 participated in developing “ctrl_alt_del” sound-art festival, 2007-2008.
2005 participated in developing “ctrl_alt_del” sound-art festival, 2005.
participated in loosing.ctrl screening programme for Transmediale.05,
International Media Art Festival, Berlin.
loosing.ctrl, Istanbul phase -documentary clip.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2004 As a member of NOMAD, participated in developing the project “loosing.ctrl”: performances
in Babylon, talk and screenings in Platform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er, information center in the Apartment Project, kitchen project in NOMAD Station 2 and web site presence.
Coordinated the Video Compilation by NOMAD “Notes From Quarantine” (with Basak Senova)
Collaborated as one of the artists of “Istatistiklal Project” (with Ertug Ucar and Simge Goksoy)
ZKM | Karlsruhe “Call Me Istanbul“ exhibition as part of the European Cultural Festival
2004. 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Karlsruhe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Karlsruhe.
Collaborated to the film & video selection by NOMAD for Trans_European Picnic: The Art
and Media of Accession, Novi Sad, Serbia. Hosted by kuda.org, Novi Sad in collaboration with
V2_Institute for the Unstable Media, Rotterdam.
2003 Designer in Production Team the exhibition “Walking Istanbul, Notes from the Quarantine”
(curators: Basak Senova & Erden Kosova) The Digital Lab, Holon, Tel-Aviv.
Contributed in the project “Glassights”: “Blatta(nt) Orientalis(t)” Video, 55”, for The
Apartment Project, Istanbul, Projections by Chiara Pirito (Italy), Delphine Bedel (France/NL),
Ceren Oykut(TR), Erhan Muratoglu (TR), and Ali Demirel (TR/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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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ak Kaptan

EDUCATION
2006- Marmara University, Communication Sciences (Ph.D)
2005- 2004 National School of Fine Arts of Lyon, Post-diplome
2004- 2003 Münster Academy of Art, Post Graduate DAAD Artists’ Research Program
2003- 2001 Bilkent University, Master of Fine Arts in Graphic Design (MFA)
2001- 1996 Bilkent University, Bachelor of Fine Arts in Painting1996-2001 (BFA)
SOLO EXHIBITIONS
2005 http://leflac.free.fr/ Le Flac Art Contemporain 16 January-23 Februar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7 Cec & CaC, Nomad Video Screening Program, Indian Contemporary Art Centre,
New Delhi, Electronic Art Academy, India
2006 Reality Check curated by Baflak fienova, Conscious in Coma art project initiated by
Nomad in collaboration with Goethe Institute, Istanbul and Platform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er
Territories: Les lacets sont defaits, Kunstverein Tiergarten, Berlin, Germany
2005 “69001”, Young Art Festival, curated by Ir›na Gorlova, Daria Pyrinka, NCCA, Moscow, Russia
Lyon Biennale Parallel Exhibition: “Rendezvous” La jeune création contemporaine –
Temps 3, Young Contemporary Creation, MOCA-Lyon, Museum of Contemporary Arts, Lyon,
France
Festival International Cinema Nouvelle Génération, 4e edition, Lyon, France
Emerge and See, Curzon Soho Cinema, London, UK
Design-etc…, Saint Etienne, France

Maria Frycz

EDUCATION
2002 Academy of Fine Arts in Münster, Germany
2004 New Media Department of Prof. Köpnick
2001 – 2002 Greatpolisch School of Photography in Poznan, Poland
SOLO EXHIBITIONS
2005 http://leflac.free.fr/ Le Flac Art Contemporain 16 January-23 Februar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7 Open Beamer, Wp8 Künstlerverein, Düsseldorf, Germany
Kunstakademie Münster stellt vor, Münster, Germany
Carnival of e-Creativity & Change-agents Conclave, New Delhi, India
2006 Geladen Videokunst, Museum Ludwig, Cologne, Germany
Chambres à donner, Avignon, France
Screening, Goethe Institute Los Angeles, USA
Screening, University of San Diego, USA
Academy of Fine Arts Münster Promotion Prize, 1st Prize
2005 Up and Com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nnover, Germany
Where is the Love, Independent Film Festival, Bucharest, Romania
Feldstärke, PACK Zollverein, Essen, Germany
Cinema of Tomorrow, Augsburg, Germany
2004 co_op Film Video, die Fylmklasse, Künstlerhaus Dortmu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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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oon Lee
1974
born in Masan,
Korea

ayuthaya@paran.com

EDUCATION
2007 finished MFA course, fine art colleg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5 BFA, Sculpture, fine art colleg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1 BBA,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WARD & RESIDENCY
2007 ‘IMDAE’ studio in Art Council Korea, ARKO Art Center, Seoul, Korea
2006 1st prize in monument to the memory of Patriot NO SU SUK, Yonsei Univ., Seoul, Korea
2006 International creation studio in KunstDoc Gallery, Seoul, Korea
2006 International Rotary Club USA -KOREA group exchange program, Michigan, MI, U.S.A.
2005 ChangDong 4th Short Term Residency Program,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07 1st solo video installation exhibition-A Play for Role, ARKO Art Center, Art Council of Korea,
Seoul, Korea
2004 Space*C Art Wall-Fragile Line, Space*C COREA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Group Exhibition
2007 Channel 1, gallery Hyundai , Seoul, Korea
2007 Where Euclid Walked,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7 335_Orch-present & presentation, Interdisciplinary Art Theater-Half Water, Half Fish,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2007 Korea & China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quare Contemporary Art Museum,
Nanjing, China
2007 KunstDoc international studio documentary, KunstDoc Gallery, Seoul, Korea
2006 Window-Drawing Diary, JinSun Gallery, Seoul, Korea
2006 Korea & India Young Artist of Contemporary Art,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Korea
2006 Chang-Dong Residency Open Studio & Opening Performanc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06 16th ChungDam Art Festival, welcome to magic door, CAIS Gallery special project, Seoul, Korea
2006 The 3rd Art festival For Korean Poet -Chun Sang Byung, UiJeongBu Art Center,
Ujeuongbu City, Korea
2006 Space*C Art Wall-beyond the line of painting, Space*C COREA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05 project 139’ Exhibition – Clearing the Field of Fire,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5 SEO 2nd wall painting exhibition, SEO Gallery, Seoul, Korea
2005 Post Park Saeng Kwang Media Exhibition-108 Live & Die, IEYOUNG
Contemporary Art Museum, Yongin, Korea
2005 Portfolio 2005-Seoul Young Artist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4 Artist of New Sight Exhibition-Detailed“,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2004 Space*C Art Wall Project-The 2nd Selected Artist Art Wall Installation,
Space*C COREA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PUBLIC COLLEC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Marriott Hotel, Seoul, Korea
Space*C COREA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Ilhyun Museum, Yangyang, Korea
IEYOUNG Contemporary Art Museum, Yong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Korea

Mirang LIM
1972
born in Seoul,
Korea

tett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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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M.F.A.,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TV& Film, Seoul, Korea.
B.A., Yonsei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Korea
EXHIBITION
Group Exhibition
2007 EXiS 2007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in Seoul , Seoul Art Cinema, Seoul, Korea
2007 7th New Media Festival in Seoul, Media theater Igong, Seoul, Korea

Korea

ARTISTS’ CV

Sanghee
PARK
1983
born in Seoul,
Korea

EDUCATION
2002 B.F.A., Kyung-won University, Fine Art, Kyung-gi Do, Korea
EXHIBITION
Group Exhibition
2006 +Video Award 2006, +Gallery, Japan
2005 My Witty Retort, Team Preview, Korea
2005 People Who Hold An Exhibition At Open Theater, Open Theater, Korea

sanghee.park@hotmail.com

Sungyoon
JUNG
1973
born in Incheon,
Korea

pisac@naver.com

EDUCATION
2007 M.F.A.,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7 B.F.A., Kaywon school of art& design, Anyang, Korea
AWARD & RESIDENCY
2007 art space HUE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07 Media impossible I: girlie, Art space HUE, Seoul
2006 Log; POPup, Gallery BMH, Seoul
Group Exhibition
2007 Heyri manual service 1.0, Lee&Park gallery, Heyri
2006 Revolving Stage, doART gallery, Seoul
2005 Return; ice breaker, Gallery BMH, Seoul
2002 Cyber mind <HEXA>, Media city Seoul, Seoul
2002 Living Furniture, Stone & water gallery, An-yang
2002 Flow: New Tendencies in Korean Art, Paradise Among Us, Arko gallery, Seoul
2001 HELLO Cursor, Net project, Online
2001 korea webart festival art and interactivity, literature and web, Online
2001 Pick&pick-Media Impossible, Ssamzi space, Seoul
2000 blind love-Project of Art Factory, Blindsound, Online
2000 Script,’Narrative’ behind ‘Window’, Blindsound, Online
1999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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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Turkey
Korea

Jia CHANG
1973
born in Seoul,
Korea

jangjia73@hanmail.net

Taeyoon Choi
1982
born in Seoul,
Korea

tchoi8@kaist.ac.kr

EDUCATION
2003 M.A.,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 Seoul
2001 B.F.A.,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 Seoul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07 Chang jia fourth project, Omerta-Commandment of Silence, Alt Space LOOPSeoul
2004 Chang jia third project, ‘Where is the center of gravity?’ Seoul Art Cinema, Seoul
2002 Chang jia second project, ‘Wonderful happiness insurance’ Iiju Art House, Seoul
2001 Chang jia 1st project, ‘What’s the matter?’ Art Sonje Center,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
2007 Eroticism 21c, artsonje center, Seoul
2007 Women Artists in Action,San Francisco City hall somart gallery, San Francisco
2007 Drawn to Drawing 2, Soma Museum, Seoul
2007 New media lounge, Walsh Gallery, Chicago
2007 The complete body of new media art, New York
2006 DIVA Miami 06: Digital-Video Art, Miami beach, Miami
2006 Merz of room, Nam Seoul Annex building of the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6 Symptom of Adolescence, Roding Gallery. Seoul
2006 Gender and Society, The Art Gallery, Florida
2006 Her room, Arco Museum, Seoul
2006 Current Media Arts of Korea&Korean Young Artis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Virginia

EDUCATION
2007 M.S. in Culture Technology, KAIST, Korea
2004 B.F.A. in Performance, Chicago Art Institute, Chicago, U. S. A.
AWARD & RESIDENCY
2008 Eyebeam Center for Art and Technology, New York, U.S.A.
2007 art space HUE, Temporary Technology Residence, Seoul, Korea
2006 Art Center Nabi Residence, Seoul, Korea
2005 First Prize,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mpetition, Seoul, Korea
2002 College Performance Jam, Chicago, USA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07 When Technology Fails, Reality Prevails, art space HU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
2007 Dotplay Mobile Hacking Workshop, Ankuk-Dong, Seoul, Korea
2007 Digital Playground, Tota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7 People Art Technology, Namsan Drama Center, Seoul, Korea
2007 Small Packet and Manual Zine Fare, Gallery Now, Seoul, Korea
2007 DISLOCATE: Art, Technology and Locality, ZAIM, Yokohama, Japan
2007 Digital Animation, SICAF, Seoul, Korea
2007 IHATEU, Art Space Hut, Seoul, Korea
2006 Upgrade! International, [Untitled] Art Space, Oklahoma, U.S.A.
2006Parasite Service 1.0, art space HUE, Seoul, Korea
2006 ISEA/Zero One San Jose, San Jose, U.S.A
2006 Residence Open Studio, Art Center Nabi,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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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CV

KimchiSalad
1979
born in Seoul,
Korea

2x5@naver.com

EDUCATION
2001 Quit the college
2000 Seoul Institute Of The Arts, Creative Writing, Seoul, Korea - Enter
EXHIBITION
Group Exhibition
2005, Djing Korean Culture, Gallary Scape, Seoul, Korea
AWARD
2007, NAVER.com’s Best Blogger Winner, NHN Company, Seoul, Korea
* NHN, known as NAVER.com, is the biggest internet portal company in Korea.
PUBLISHING
Published an comic book about western painting.
2005, The Finger Shows Painting, Hakgojae Publish Company

Yangachi
1970

EDUCATION
2007 M.F.A.,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7 B.F.A., Kaywon school of art& design, Anyang, Korea
AWARD & RESIDENCY
2007 art space HUE

root@yangachi.org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07 Media impossible I: girlie, Art space HUE, Seoul
2006 Log; POPup, Gallery BMH, Seoul
Group Exhibition
2007 Heyri manual service 1.0, Lee&Park gallery, Heyri
2006 Revolving Stage, doART gallery, Seoul
2005 Return; ice breaker, Gallery BMH, Seoul
2002 Cyber mind <HEXA>, Media city Seoul, Seoul
2002 Living Furniture, Stone & water gallery, An-yang
2002 Flow: New Tendencies in Korean Art, Paradise Among Us, Arko gallery, Seoul
2001 HELLO Cursor, Net project, Online
2001 korea webart festival art and interactivity, literature and web, Online
2001 Pick&pick-Media Impossible, Ssamzi space, Seoul
2000 blind love-Project of Art Factory, Blindsound, Online
2000 Script,’Narrative’ behind ‘Window’, Blindsound, Online
1999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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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eyjin Lee
1978
born in Hongcheon,
Kangwon-do,
Korea

iamleehyejin@gmail.com

EDUCATION
2007 M.F.A., Dept. of fine Arts Dong-Guk University (sculpture major),Seoul, Korea
2000 B.F.A., Dept. of fine Art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AWARD & RESIDENCY
Residency
2008 Beijing Art Project (Residency program), Beijing, China
Award
2007 Song Eun Award (Song Eun Art Cultural Foundation), Seoul, Korea
2005 Series of Masterpiece (Jinsun window Gallery), Seoul, Korea
2004 Munhwa-Iibo Gallery Contest / group exhibition elect
2004 PLAY BUTTON” Exhibition (Munhwa-Iibo Gallery), Seoul, Korea
2002 Samcheok International Phallic Sculpture Festival, Bronze Medal, Samcheok, Korea
1999 Samcheok International Phallic Sculpture Festival, Samcheok, Korea
1999 Taebaek Snow Sculpture Festival, Medal of《a person´s》efforts, Taebaek, Korea
1998 Taebaek Snow Sculpture Festival, Medal of《a person´s》efforts, Taebaek, Korea
1997 Taebaek Snow Sculpture Festival, Gold Medal, Taebaek, Korea
EXHIBITION
Solo Exhibition
2006 2850 inhabitants in One House I , Space Cell, Seoul, Korea
2006 2850 inhabitants in One House II, Opera Gallery, Seoul, Korea
2005 All you need is...... , Da Vinch Gallery, Seoul, Korea
2005 Love House real estate agent, Lotte Department Store(The head office), Seoul, Korea
2005 Series of Masterpiece, Jinsun window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
2007 Art, Beyond Human and Nature and Social Environment, Gail Museum of Art, Gapyong-Gun,
Korea
2007 Public Art Project Jong-Chon, Jong-Chon, Yeongi, Chung –Nam, Korea
2007 Com,Com Reply, Dukwon Gallery, Seoul, Korea
2007 Song Eun Award,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07 Citygalleryproject- Dongwha Market, Dongwha Market, Seoul, Korea
2006 SeMa 2006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6 Amateur amplifier Exhibition, Dukwon Gallery, Seoul, Korea
2006 Gwangju-biennale/Open Art Market Exhibition, Gwangju Folk Museum, Gwangju, Korea
2005 Rainbow Sherbet, Gallery Skape, Seoul, Korea
COLLECTIONS
HITE(Inc.), KBS(Korea Broadcasting System), Samcheok City (Haesindang Park)
Art Space Hue, Skape Gallery

Yongdoo PARK
1977
born in Konju,
Korea

ydfil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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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2002. 02. Seoul Institute of the Arts, Film Department, Seoul, Korea.

CURATORS’
CV

CURATORS’ CV
Bulgaria
Denmark
Turkey
Korea

Galia
Dimitrova
Bulgaria

92

She is the curator and recently the director of InterSpace Association in Sofia, where she works
since1999. She has a Master degree in Art History and Theory from National Art Academy, Sofia. Her
professional interests are mainly in experimental films and artistic video, interactive installations, netbased projects and any other artistic projects that have strong message and a statement about current
socio-political processes. Previous curatorial projects include: “Urban Cycles”, “Macrovideo” (public
space video installations), “Schizoid Architecture” (net-art), “On Difference 2” [international exhibition
in Stuttgart and a film contest in Sofia]. She was the curator of the official Bulgarian participation at
9th Cairo Biennial’ 2004. Galia is the main organizer of Net User biannual international forum (www.
netuser.bg) and Cinemasports film-making challenge in Bulgaria. She is also editor in chief of CULT.BG
Server for Arts and Culture (www.cult.bg) and editor of Image.BG multimedia online platform (www.
image.bg). Trainer in the working seminars for elaboration and management of projects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organized by The Swiss Cultural Programme in Bulgaria (2003-2006) and the Fund for
Support of Debut Projects (2006). Co-writer (together with Margarita Dorovska) of Five Lengths Free
Style - a toolkit for debut artists for developing artistic projects.

CURATORS’ CV

Annette
Finnsdottir
Denmark
Iceland

www.netfilmmakers.dk
www.taggingart.org
www.dramatiker.dk
/afinnsdottir
www.netikette.org
www.fastvideo.dk
www.annualgeneral
meeting.org
www.altcph.dk

Iben Bentzen
Denmark

www.netfilmmakers.dk
www.annualgeneral
meeting.net
www.taggingart.org
www.thebubble.dk
www.mobilemonday.dk

Media Artist, Curator, Lecturer, Screenwriter, Master of Art in Visual Culture and B.A. in Film-and Media
Science and Design.
Annette Finnsdottir is the founder and creative director of Netfilmmakers _ a non-commercial digital
platform for netfilm, netvideoart and netart. Since its start in October 2004 she has curated and cocurated several editions, organized talks and presentations for Netfilmmakers in Denmark and abroad.
She also works as an independent curator for Senko Studio etc.
Annette holds a M.A. in Visual Culture with a BA in Film-and Media Science and Design, and is also
educated Screenwriter from the National Danish Filmschool and as a Multimedia designer. She has a
background as performanceartist and freelance screenwriter.
Parallely with Netfilmmakers Annette explores and developes the aesthetic, interactive and performative possibilities with movement and moving images on the internet, mobilphones and other platforms
and in relation to spaces, processes, immateriality and everyday- life. Currently Annette focuses on web
2.0 applications like blogs and SecondLife with a planned exhibition at the Danish National
Gallery februar 2008. Her exhibition will be a part of a series artexhibitions Virtual Moves organized
by Tagging art. Annette is also co-founder and part of the organizing group Tagging Art and a boardmember of the Danish VideoArtOrganisation Fast Video.

Curator, Lecturer, Master of Visual Culture and BA of Art History.
Iben is an independent curator and moderator of artist talks at Netfilmmakers _ a digital platform for
netfilm, netvideoart and netart. She has curated and co-curated several editions at Netfilmmakers and
presented Netfilmmakers in Denmark and abroad.
Digital art and performance is the focus of Ibens curatorial practice. Iben has worked at several art
institutions and non commercial galleries in Denmark and abroad. She is the co-founder of the annual
international art event, AGM, and since 2003 she has co-curated AGM every year with focus on video
art, sound art and performance at eg. SoundPlay festival in Toronto, Sconfinart in Italy, CPH:DOX and
AirPlay in Copenhagen, K_nstlerhaus B_chsenhausen in Innsbruck.
Iben is co-founder of Tagging Art and is the curator of the SecondLife exhibition Virtual Moves in SL
and at Statens Museum for Kunst. In 2007 she founded The Bubble - Contemporary Art; the first videoand animation screening concept at a newly opened restaurant in Denmark. As Project Manager in
Crossroads Copenhagen she is among other projects organizing Mobile Monday Denmark. In 2006 she
was the co-curator of the international experimental video art festival Made in Video in 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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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S’ CV
Bulgaria
Denmark
Turkey
Korea

Basak
Senova
Turkey

EDUCATION
2006 Assist Prof. Dr. T.C. Kadir Has University, Istanbul
2002 The Curatorial Training Programme 2002, Stichting De Appel, Amsterdam.
1999 Ph.D in Art, Design and Architecture, “Dimensions of Televisual Ontology:
The Alchemy of Time in Television” Institute of Economics and Social Sciences and Institute of
Fine Arts of Bilkent University.
1995 MFA in Graphic Design, “A Vanguard of Postmodern Condition: Verbal and Visual Rhetoric
in Contemporary Advertising” Faculty of Art, Design and Architecture, Department of Graphic
Design of Bilkent University.
1992 Certificate of Education (Pedagogical Formation) Fac. of Education, Education Sciences Dept
of Hacettepe University.
1992 Diploma of English Philology, Faculty of Letters, Division of We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of Hacettepe University.
SELECTED EXHIBITION/PROJECT
2007 “Light, Illimunation, Electricity Exhibition / Open Studio”. A collaborative project with
The Townhouse Gallery of Contemporary Art, santralistanbul, ZINC – ECM de la Friche Belle de
Mai, NOMAD and SCCA. Energy Museum & Residency Studios, santralistanbul , Istanbul.
2007- 2008 “ctrl-alt-del” sound-art project .
2006 “Extracts from NOMAD Archive” screening programme, Oklahoma City Museum of Art’s
Noble Theatre, Oklahoma City.
2006 Participated in “The Upgrade! International: DIY Oklahoma City Symposium” ,
Untitled [ArtSpace], Oklahoma City.
2006 Participated in “4th MSE (Middle and Southern Eastern Europe) Meeting” National Gallery ,
Pristine, Kosova.
2006 “Conscious in Coma” (as a collaborative process of nine curators from Macedonia, Moldova,
the Netherlands, Germany, Turkey, Palestine, Egypt, Lebanon, Iran), Chapter1: Video Screening
Programme at Goethe Institut, Istanbul. Goethe Institut , Istanbul.
2006 The Istanbul phase of HTMlles EXPORT 2 [06] , 7th edition of the HTMlles Festival: Peripheries
+ Proximities, Montreal. NOMAD, Platform Garanti Güncel Sanat Merkezi and Apartman
Projesi, Istanbul.
2006 Participated in “Mind The Gap Meeting” (European digital culture networking) AltArt
Foundation, Cluj-Napoca, Romania.
2006 “Networking as a Way of Survival” Upgrade!TLV-JLM Daila, Jerusalem.
2006 “Snapshot 1”, “Interval” And “Snapshot 2” screening programmes, Contemporary Image
Center (CiC), Cairo.W139, and Maison Descartes, Institut Français des Pays-Bas, Amsterdam.
2006 “SNAPSHOT 1” screening programme, Kulturni Inkubator, Maribor.
2006 “under.ctrl” - Forum Stadtpark, Graz.
2006 “Visiting Curatorial Initiative: cross-meeting 1” press to exit project space, Swiss Cultural
Program South East Europe and Ukraine. Skopje, Macedonia
2006 “Container Project - Istanbul meeting ” partners: kuda.org (Novi-Sad,), InterSpace (Sofia),
NOMAD (Istanbul), Townhouse (Cairo) and <rotor> Gallery (Graz). Platform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er, Istanbul.
2005 “Vertigo Entrapped”, screening programme Serial Cases Iasi, Graz, Holon, Novi Sad, Sofia,
Prague, Istanbul, Zagreb.
2005 Upgrade!Istanbul, Istanbul node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Upgrade! on art, technology &
culture.
2005 “ctrl-alt-del” sound-art project “positionings” section of the 9th International Istanbul Biennial,
Istanbul
2005 “Notes From Quarantine”, “NOMAD projects on digital culture in Turkey”; “the research phase
of under.ctrl” and “loosing.ctrl screening programme”. press to exit project space, Pro Helvetia,
Swiss Cultural Programme Macedonia, Skopje.
2005 collaborative projects by NOMAD and The Israeli Center for Digital Art”, The Israeli Center for
Digital Art, Holon,
2005 “Sonic notes from Istanbul” for Radiodays, live events broadcasted from De Appel Stichting,
Amsterdam.
2005 “loosing.ctrl” Transmediale .05, International Media Art Festival,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2005 “NOMAD-TV.network” 30 workshops, presentations, and talks, and archive. Siemens-Sanat,
Istanbul.
2005 “Tele-city” Siemens-Sanat, Ista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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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lie
Boseul SHIN
Korea

www.nathalieboseulshin.net
Nathalie.BoseulShin@gmail.com

Director of Lab.preparat
Curator of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EDUCATION
2005 Ph.D. Course in Hong-ik Graduate School, (Aesthetics)
1998 M.A.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esthetics)
Thesis: “Art and Technology in the Information Society: focused on Interactivity”
1995 Ewha Womans University (Philosophy)
SELECTED EXHIBITION/PROJECT
2006.10.20-11.19 “404 Object Not Found”,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06.10.06-10.28 “Circuit Diagram_london”, Project Space CELL, London, UK
2006.05.23-06.25 “Move on Asia_Beijing”, Arario Beijing, Beijing, China
2006.01.24-01.30 “Carnival for e-Creativity”, Delhi, India
2006.02.27-04.30 “On-difference Project #2”, Wu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Germany
2005.03-now “middle corea” project http://middlecorea.net
2005.10.24-12.31 “the Show must go on for ICC” project, web project http://theshowmustgoon.org
2005.09.07-10.03 invited to “Cutrating Degree Zero”, Sparwasser HQ Berlin, Germany
SELECTED WRITING
2005 Writing on “Pipilotti Rist”, “Ono Yoko”, Woman Warrior with Camera, Igong
“Virtual Realism seen through VR art works”, Hongik Non-choung, Hoingik University
“Japan Media Art Now” June, Art in Culture

Yoonsun
SHIN
Korea

umaserra@gmail.com
uma@preparat.org

Curator of Lab.preparat
EDUCATION
2006 M.A. Course of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2004 B. A. art studies, college of art, Hongik University
SELECTED EXHIBITION/PROJECT
2007 Myungmi Kim solo exhibition “Rainbow Gethring” curator, yri cafe, Seoul
International Screening Project “Coffee with Sugar” curator, Seoul
2006 “404 object not found” Assistant manager,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05 “Djing Korean Culture_Symposium on Korean Beauty” director,
Gallery Skape, Alternative Space miccle, Seoul
”Rainbow Sherbet” curator, Gallery Skape, Seoul
2004 “preparat_mother the earth” curator, Gallery skape, Gallery Que Sais-Je,
Club Monghwan, Club Mugyunggye, Seoul
Joo Myung-Duck solo exhibition “TOWNSCAPE” coordinator, Style Cube Zandari, Seoul
SELECTED WRITING
2007 “Dreaming of the subversion of reality, ‘combined’ image swims in the spectacle”
Introduction of Yujin Kang solo exhibition <Gallery>
“Rainbow Gethering”, Introduction of Myungmi Kim solo exhibition <Rainbow Gethering>
“Possessing VS Sharing”, Introduction of Hyejin Lee solo exhibition
<2850 Inhabitants in on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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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ddress: 341-13 301 Sangsu-dong, Mapo-gu, Seoul, Korea (zip code: 121-848)
aemail: uma {at} preparat {dot} org
Nathalie Boseul SHIN / director
nathalie.boseulshin {at} gmail {dot} com
82-10-3038-4882
Yoonsun SHIN / curator
umaserra {at} gmail {dot} com
82-11-9147-5158
Gon PAIK / curator
paikgon {at} gmail {dot} com
82-11-819-5753
Jay Jiwon YANG / curator
Jay_yang {at} naver {dot} com
82-10-3381-5216
Seungjoo OH / designer
sima1234 {at} naver {dot} com
82-16-797-4872
Byeong Sam JEON / electronic artist & web developer
www.BSJeon.net
byeongsam {at} bsjeon {dot} net

Coffee with Sugar Book
Yoonsun SHIN / Book Editor
Seungjoo OH / Book Designer
TaeJoong KIM / Logo Designer
Yohan JEE / Photographer
Jaeun UM / Translation
Gyusung CHOI / Installation

Support by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