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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1

Greetings 1

WIDE OPEN,

WIDE OPEN:

눈을 크게

Keep Your Eyes Wide and

감각을 열고

Open Your Senses
전주국제영화제 20주년을 맞아 향후 영화제의

To resonate with the 20th anniversary of the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을 해보자는 영화제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이런 전주국제영화제의 오랜

고민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익스팬디드 시네마’에

‘더해진’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의 영화 실천 중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를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ju
IFF presents a vision to the future with Expanded Plus. This program is
the condensation of our diverse ideas and long discussions. As the title
suggests, the program is a “plus” to Expanded Cinema, which explores the

탐구하는 것이다.

most noteworthy cinematic aesthetics of our time.

익스팬디드 플러스의 큰 이점이라면 영화와 미술, 건축, 사진, 디자인 등이

The aim of Expanded Plus is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overview of

만나는 오늘날의 예술 경향에 대해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머에게 물은 결과 극장에서의 상영만으로 부족하거나, 덧붙여질 것이
있는 작품들, 이미지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사례들을 골랐다고 한다.

그 결과물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가 된다. 눈을

contemporary art trends where films meet art, architecture, photography
and design. I was told that the program showcases various films with
the possibilities of expansion as the visual images. I haven’t seen the
installations yet, but sincerely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m myself.

크게 뜨고, 감각을 열고 이 작품들을 대해주기 바란다.

I hope you too keep your eyes wide and open your senses.

작가들과 프로그래머, 큐레이터, 디자이너 등의 아낌없는 협력에 힘입어

Thanks to the generous support from artists, programmers, curators, and

첫 발을 뗄 수 있게 되었다. ‘팔복예술공장’이라는 훌륭한 공간이 없었다면
이 기획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준 전주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

팔복예술공장과의 협업, 공간조성, 예산 등에서 전주시의 지원도 큰 우군이
되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작가들에게

감사드린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한 많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designers, this program could take its first step, not to mention the
support from the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I would also
like to thank Jeonju Cultural Foundation for accepting our proposal and
supporting us wholeheartedly. Jeonju City helped us a lot in every means
for our collaboration with the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Last but not least, I thank all the artists who joined this program. I
also send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sponsors and supporters.

대다수가 극장에서의 상영도 겸하는 이 작품들을 관객들이 여러 방식으로
즐겨주시기를 바란다. 익스팬디드 플러스에 오신 걸 환영한다.

Most of the films will be screened at theaters, so I hope that audience
enjoy this opportunity to appreciate films in various ways. Welcome to
the Expanded Plus!

LEE Choong-jik
이충직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Jeonju IFF Festival
Director

인사말 2

플러스로 시작하여

Experiments of Jeonju,

삶의 풍요로 마감될
전주의 실험들

Greetings 2

Enriching Lives, Launched as
Expanded Plus
전주가 영화를 주제로 축제를 시작한 지 20년이

I am often surprised that Jeonju has held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이 영화제의 첫걸음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라고 너털웃음으로 자부할
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부감을 다독이며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고 미소

a film festival for 20 years. When someone
boasts that they laid the foundation for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 try not to show any sign of objection but just nod and

짓는다.

smile.

왜냐하면, 이제는 이미 그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전주의 자부심이 되어가고

Jeonju IFF is not owned by an individual but has become the pride of

있기도 하니까 말이다. 출발 당시 국제영화제의 모험에 기꺼이 발걸음 해주고

동참해 준 시민들의 조용한 응원의 역사와 스태프들의 땀과 숨 가빴을 호흡에

the city, Jeonju. Since Jeonju has taken up the challenge to hold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re have always been supportive citizens

먹먹한 감사의 손을 모은다.

and devoted staffs. I s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of them.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론칭한다. 사기업이 기업의 사적

This year Jeonju IFF launches Expanded Plus. This program does not seek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드는 판매 촉진형 출발이 아니라, 영화적 요소들을
매개로 모든 장르, 아니 장르 이상의 장르에 도전하는 창작자들이 각기 꾼
꿈들로 연대한 결과이다. 현실적 기획이지만, 깊은 교감이 있고 환상적인

전시가 될 터인데, 끝내는 자기의 세상, 우리의 세상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러니 기대가 클 수밖에.

for profit sales initiative for a private company but for an outcome of
all the dreams of creators who banded together to challenge all genres
beyond using cinematic elements. It has started with practical planning
but will provide deeper communion and excellent exhibition. Eventually,
it will reveal the world of its own, or rather, the world of our own. I
also have high hopes for the program.

매년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제 막을 내릴 때 힘든 이별을 감당한다. ‘다음 해’
라는 다시 만날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도 반복되어온 이별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여전히 힘들 것이다. 익스팬디드 플러스가 그러한 힘든 이별에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객들의 마음에 담겨서 꿈을 꿀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소원한 관계들을 복원하거나 실마리를 잇고, 때로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마법의

Every year Jeonju IFF closes the festival and goes through a sad
farewell. The promise of “next year” is never enough to comfort our
souls. I believe that this Expanded Plus will give us some comfort. It
will touch viewers’ hearts to let them dream. It will also restore or

지팡이로 해석될 실험이 되리라.

reconnect relationships, and enrich lives like a magic wand.

영화제를 바깥에서 지켜보던 예술가들이 영화의 장막 안으로 뚜벅뚜벅

These artists have just watched the festival from outside. However, when

혹은 슬며시 들어가 영화의 중심이나 한 귀퉁이에서 발견할, 중립적일 수
없는 시선과 바람과 애착들을 소재로 삼아서 창작하고 설치할 것이다.
팔복예술공장은 이러한 실험을 위한 최적지가 아닐까.

they enter the cinematic world either boldly or cautiously, they will
notice something at the center or corner of the cinema. They will create
artworks through their non-neutral perspectives, wishes and attachments.
Surely the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is the best place for

익스팬디드 플러스가 진정한 풍요는 무엇인지 체감하게 해주는 작업일 것임을

such artistic experiments.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플러스를 기다린다.

I long for Expanded Plus with confidence that it will let us know what a
truly enriched life is.

JUNG Jung-sook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정숙

CEO of Jeonju Cultural
Foundation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기해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론칭한다. 올해부터

기왕의 ‘익스팬디드 시네마’를 확장하여 비(非) 극장 설치 형식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출범의 일성(一聲)을 날리자면, ‘이것은 전시가 아니다’. 전시가

아니면 대관절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전주국제영화제가
더욱 그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대안 프로그래밍으로 기획하였다. 여러 가지

고려할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프로그래밍은 비판적 행위이다. 대중영화의
극장 상영, 케이블, 온라인 플랫폼, 시네마테크의 다양한 영화사 프로그래밍과
다른 큐레이션의 창의성은 이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예컨대, 전시라 함은

다시 한번, 이것은 전시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재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갖추기 위해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영화제 프로그램

여는 올해가 마그리트의 작의(作意)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바탕의

영화제에서 부대행사나 곁다리 이벤트쯤으로 인식되어왔는데, 우리는 ‘구색’을

큐레이션의 창의성을 질문하는 모험이다. 텍스트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재조명,
창의적인 상상력이 이 기획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모든 모험은
실패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도 각오하고 있다.

반역을 기도(企圖)했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차용한 말이다. 서막을

맥락은 비슷하다. 무빙 이미지의 급진적인 흐름을 그러모은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전통적인 텍스트 ― 영화와 관객의 관계를 넘어 이미지에 대한 개념과 작가의 세계관,
해석의 자율성, 수용에 있어서 변화를 몰고 오는 태도를 전시하고자 했다. 오늘날

미술뿐 아니라 무빙 이미지와 연관된 전시 행위의 속성 중 하나는 그것이 물질성을

지워나간다는 점이다. 익스팬디드 플러스의 작품들 역시 한 달여 간의 전시가 끝나면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항구적 불변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페스티벌의 모든 프로그래밍 또한 그러하다. 지속할 수 없는 한시적 생애를 갖는
예술, 우리는 그것이 페스티벌의 속성과 맞는다고 생각한다.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또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숙원이었다.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영화의
결을 거스르는 이 영화제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페스티벌이 내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있다. 따라서 극장 문을 박차고 나가 갤러리나
박물관으로 무대를 옮긴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업종 변경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고
장병원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시의적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영화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깔고 우리는 사진, 미술 등의 시각 예술, 음악, 연극, 공연, 웹 미디어와

활발하게 접속하고 있는 영화 형식의 모험을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조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시네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영화 예술의 속성을

확장하는 실천적, 담론적 행위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영화 감독을 포함한 시각
예술가들의 월담은 시네마의 지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확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첫해를 맞은 2019년 ‘익스팬디드 플러스: 유토피안 판톰(UTOPIAN

PHANTOM)’은 무빙 이미지 프로젝션과 애니메이션, 회화, 건축, 사진,
디자인의 솔루션을 분방하게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담론을 응집력 있게 보여주는 것 외에 형식과

주제 면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여지가 많다. 영화제란 영화에 대한 최신의
담론이나 이야깃거리를 탐색, 유통하는 공간이고, 더하여 다채로운 영화
형식의 힘을 긍정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작업이 20회 이후
이 영화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미 갤러리 전시로 선보인 것도 있지만,

전주국제영화제의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통해 설치 형태로 ‘프리미어’ 되는
사례들이 상당수이다.

서문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에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신설하자고 주장했지만, 나는 미술이론가나

평론가가 아니며, 설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시작하기로 한
맥락을 언급해두고 싶다. 우선,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섹션 중 하나인

‘익스팬디드 시네마’가 관객들로부터 최근 몇 년간 열성적인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다음으로 20회 이후 이 영화제의 확고한 방향타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여 총 12인의 작가들이 동참해주었다. 제임스

베닝, 케빈 제롬 에버슨, 벤 리버스, 쥐안치 등 무빙 이미지의 현 실태를
가장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장들과 조디 맥, 헬레나 위트만／니카 손,
말레나 슬람, 피터 보 라프문드／애덤 R. 러빈, 나탈리아 마린, 장우진

등의 미래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대다수는
극장 상영과 동시에 프로젝션, 설치의 형식으로 갤러리 안에 놓이게
된다. 널리 알려진 작가이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거나, 이

작품들은 저마다의 특장을 가진다. 대다수가 극장에서의 상영을 겸하며
과정 중심의 작업물들이다.

하다. 익스팬디드 플러스의 의의라면 영화의 고전적 연행 방식이 주장했던 엄숙함, 완고함

같은 걸 빗겨나가 시네마에 대한 사고와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있다.
무려 30년 전부터 영화제 프로그래밍의 확장성을 선도하고 있는 베를린국제영화제의 ‘포럼
익스팬디드’를 전범으로 삼는다면, 현대영화의 맥락 안에서 미디어 간 융합, 교감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국제영화제는 이런 경향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 고답적 시네필 문화의 폐쇄성, 프로그래밍의 자족적 매너리즘, 기획의 상상력 부족

등이 원인을 제공했다. 물론, 영상작가들의 작업은 개인적이고, 때론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폐쇄회로처럼 감추어져 있는 작가들의 노력을 드러내는 것은 영화제와 예술가의
장기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극장 상영본과 설치본에 차이를 둔 작품도 있다. 작품마다 목적과 초점이
다른 데서 오는 산만함을 참작하더라도 작품들의 면면은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준비과정을 약술하자면, 작가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때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시 대상과 장소,

어떤 걸 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이미 프로그램의 가치도 드러난다.

상태의 텍스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자고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않는다. 여기에 모인 작품들은 영화의 기본 원소인 이미지와 사운드의

기술적 조건, 설치 방식 등을 깐깐하게 주문한 이들도 있었지만, 미분화
작가들도 있다.

우리는 이 모험이 무질서하고 불비(不備)한 시도로 비치는 것을 원치

활력적 작용을 본질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작가가 제안한 참여의 방식은
이채롭기까지 했다. 전적으로 영화제가 큐레이션을 한 작품들의 경우

작가의 작의에 대한 오독과 곡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떤가,

할 수 있는 한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한계를 두지
않고 영화와 시각 예술, 극장과 갤러리, 영화제와 비엔날레의 경계를

녹여보고 싶다. 현대영화 안에서는 시네마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보다,
시네마가 어디까지 도달했고, 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긴요하다. 무빙 이미지를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은 우리가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한 가닥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의지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시각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잠재력을
시험하는 프로젝트에 뜻을 같이한 전주국제영화제와 팔복예술공장은 올해부터 익스팬디드 플러스를 공동주최로

준비하였다. 카세트테이프를 만들었던, 방치된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팔복예술공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공간이다. 예술의 엄숙함이 어깨를 짓누르는 정형화된 갤러리가 아니라는 것도 마음에 든다. 해를

거듭하면서 익스팬디드 플러스는 다양해지거나 깊어질 것이다. 어떤 방향이든 이 모험이 의미 있는 꼴로 변태하는
과정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20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ju IFF) launches
Expanded Plus. Expanded Plus is a new program from this year,
expanding from the existing Expanded Cinema, presenting the

Once again, “this is not an exhibition.” As everyone knows, it is the

films in the form of non-theatrical installations. To quote this

expression borrowed from The Treachery of Images by René Magritte,

new program in a phrase, “This is not an exhibition.” If not an

who endeavored to revolt against the ideology of representation.

exhibition, what is this program?

This new program starting this year does not have a direct relevance

We planned Expanded Plus as an alternative program for the Jeonju

to the works of Magritte, but it shares with him the perspective of

IFF to take back our own identit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rt in context.

film festival curations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program,

Expanded Plus, which supports the cinematic experimentation of

which I believe must be different from theater screening,

moving images, exhibits the notion of image, the view of the artists,

various programs from cable networks, online platforms and even

the autonomy of interpretation and the attitude that leads to

from the cinematheque. In general, the exhibition program has

change the reception of audience, and eventually goes beyond the

been recognized as an additional event or a side event in film

traditional texts - the conventional relationship between films and

festivals. However, we did not prepare Expanded Plus as just one

audiences. One of the attributes of nowadays exhibitions, related

part of the festival among wide arrays of programs. Expanded Plus

to moving images as well as contemporary art, is that it eliminates

is an adventure that questions the creativity of programming and

materiality. The displays of Expanded Plus will also disappear

curation in the film festival. The extensive interpretation and

after about a month exhibition. In this sense, they do not claim

striving imagination about films can make this project noteworthy.

their permanent invariability. Neither do all the programs of the

We are willing to depart this adventure, even considering the

film festival. Art with a temporary life which cannot last for a

possibility of failure.

long period. We think this also coincides with a fate of the film
festival.

JANG Byungwon
(Jeonju IFF Programmer)

Expanded Plus is also one of the Jeonju IFF’s long-cherished projects. Contrary to the tendency of conventional films, the
festival aims to go beyond the territories of modern cinema to widen and to experiment how far we can go in terms of content
and form. Therefore, Expanded Plus, which has moved out of theater to gallery or factory perhaps, is not a change of the
field. Within this context, we want to explore the films actively connected with adjacent visual arts such as photography
and painting as well as music, drama, performance, and web media through various methodologies. Today, cinema is defined in
new ways, which enhances the need to reveal the discursive consciousness of the film art. Courageous border-crossing visual
artists including filmmakers will guide an opportunity to deeply explore and expand the position of cinema. Expanded Plus
aims to be a platform for this contemplation.
“Expanded Plus: UTOPIAN PHANTOM” in 2019 for the first year, will freely jump over moving image projection, animation,
painting, architecture, photography and graphic design. There are no set rules here. Therefore, the program is wide open
to cohesive thinking in form and subject. Film festivals are to be the spaces that serve as a small break for the audience
to put aside familiar standard of evaluation and expand stagnant thinking and limited perspective. As such, we think this
program is meaningful as a declaration of the new beginning of Jeonju IFF from the 20th edition and beyond. Some of the
works of participating artists have already been presented in gallery exhibitions, but most of them will be premiered in the
installation program Expanded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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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insisted on launching Expanded Plus in the Jeonju IFF, I
am neither an art theorist, an art critic, nor an installation
expert. However, I would like to mention the reasons of starting
Expanded Plus. First, Expanded Cinema, the significant section
representing the identity of Jeonju IFF, has been vigorously
Twelve artists who shared our vision joined the project. The masters

welcomed by audiences in recent years. Secondly, we needed a

who testify the current trend of moving images, including James

solid direction for the festival after its 20th edition. The

Benning, Kevin Jerome Everson, Ben Rivers and Ju Anqi, and the rising

significance of Expanded Plus lies in breaking the solemnity and

artists Jodie Mack, Helena Wittmann/Nika Son, Malena Szlam, Peter Bo

stubbornness of cinema.

Rappmund/Adam R. Levine, Natalia Marin and Jang Woo-jin present their

We considered Forum Expanded of the Berlin International

works in various ways. Each work has its own characteristics.

Film Festival, which has been leading the diversification of

Most of the works will not only be presented as theater screening,

programming in film festivals for more than thirty years,

but also exhibited inside the gallery in the form of either

and moreover the convergence between media is an inevitable

projection or installation. We focused on the production process,

trend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inema. To be frank,

and there are also works presenting difference versions between the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 Korea are somewhat apart

theater screening and the installation. Despite the distractions

from this trend, owing to the closure of high-toned cinephile

caused from the diversity of the works, it is rather amusing to

culture, the self-sufficient mannerism of programming and the

look at their various aspects. To outline the preparation process,

lack of imagination. Of course, the works of artists tend to

we actively communicated ideas through constant consultations with

be highly personal and occasionally done in a closed room, but

the artists and sometimes even suggested our opinions to them. Some

we believe that exposing their hidden efforts will definitely

artists have asked for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lace and

promote the long-term cooperation between Jeonju IFF and

technical conditions, and fulfilled us with specific installation

artists.

directions, while others have given us independence to see how the
undifferentiated texts can develop.

The moment we decide to try something different for the program,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is already
revealed. We do not want this adventure to be seen as a disordered and ill-prepared attempt. The films
presented in Expanded Plus show the dynamic interaction of images, sounds, and the basic elements of the film.
The suggestions of participating artists were sometimes even unusual. There may be even misunderstanding about
the intention of the artist in cases which films were entirely curated by Jeonju IFF. Even then it doesn‘t
matter. Our goal is to try what could be done. We want to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cinema and visual arts,
theater and gallery, film festival and art exhibition. Rather than defining what the contemporary cinema is, it
is more important to tell where it has reached and how far it can go.

Expanded Plus could never have been possible by the willingness of the Jeonju IFF.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affiliated
to the Jeonju Cultural Foundation has provided an adequate space where our aims and practice can bloom. Jeonju IFF and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who agreed on this project to embrace the diversity of visual culture and examine every potential of
cinema, will co-host Expanded Plus from this year. Rebirth of an abandoned cassette tape factory,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is a space that proves the power of useless things. I am pleased with the fact that it is not a stereotyped gallery but a newly
generated art factory. I expect that Expanded Plus will diversify and evolve over the future years.

환영의 공간으로서의 영화관과 불멸의 예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은, 현실에
존재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블랙박스와 화이트큐브는 완벽한 이상향이 투사되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유토피아(utopia)와는 반대로 예술에 대한

관념과 지식에 기반을 둔 제도화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만 현실의 시공간과
유리된 곳이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영화관과 미술관은 1960년대부터

익스팬디드 시네마의 실험과 현대미술의 비물질화 경향과 더불어 본격적인

이러한 맥락에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익스팬디드 플러스: 유토피안 판톰(UTOPIAN

분류되었던 화이트큐브와 블랙박스는 상호 교차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확장하고 매개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 과정에서 부각되는 영매(靈媒)로서의 매체예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위계관계로
미셸 푸코가 설명한 다양한 헤테로토피아 중 일상 공간을 전용(轉用)하는
헤테로토피아가 기획되었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는 한시적으로 공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살아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페스티벌의 공간이다. 일상의
전복으로서의 페스티벌은 창의적 헤테로토피아다.

● Foucault, Michel,
and Jay Miskowiec.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1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는 대비되지만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참조, 반영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PHANTOM)’은 전시와 페스티벌의 탈경계화 지점을 진단하고, 영화가 인간의 인식과 감각을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팬텀은 영화의 기원인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

에서부터 베네딕트 앤더슨이 민족주의를 설명하며 제시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투사(projection) 행위가 지닌 다차원적
속성을 통칭한다.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는 단순한 미래를 향한 투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곳이다. 그곳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일 수 있다. ‘유토피안 판톰’은 익스팬디드 시네마가 취하는 확장의 방향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 직조(織造)되는 공간임을 조명함으로써 끊임없이 활성화되는 영화적

시·공간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토피안 판톰’

(1986): 22-27.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전에 선별된 12명(공동작가 포함)의 감독들은 영화가
환영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의
환영적 요소를 노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Verso Books, 1983.

쥐안치와 조디 맥은 공간적 여행의 형식을 통해 확장영화의 어휘를 실험한다. 쥐안치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일종의 로드무비로 구현함으로써 존재론적 질문을 구체적인 지리적 맥락으로 전환한다.
조디 맥의 <거대한 기묘함>은 인류 문명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그랜드 투어’가 지닌 서구중심주의적 지적 여정의

일방향성을 사물의 ‘기묘한’ 이동으로 치환한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다양한 소재의
텍스타일은 아이폰, 컴퓨터 모니터를 오브제로 한 설치작품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영화의 초기 역사로서의
애니메이션과 자카드 직조기로부터 출발한 컴퓨터의 역사는 상호 교차하며 뉴 미디어 시대 영화의 향방에 대한
‘거대한’ 은유로서의 가능성을 연다.

제임스 베닝, 나탈리아 마린, 장우진의 작품은 국가라는 거대한 이념의 유령과 이를
둘러싼 공간화 구조를 전시장의 물리적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관람객을 그 공간과
대면하게 한다. D.W.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1915)을 재해석한 제임스 베닝의

<국가의 탄생>은 세 개의 분리된 스크린에 인종주의의 기원이 되는 영상을 구현함으로써

편향된 이상 국가에 대한 신념의 투사가 타자를 배제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삼폭 제단화를
연상시키는 세 개의 스크린 위에 삼색 트랙으로 제시되는 이 작품은 유사 종교적 역할의
김민지

(전주국제영화제 미술감독, 큐레이터)

국가 이데올로기가 수행하는 심령적 차원의 기능을 암시하는 듯하다. 단선적 역사관의

가속화 속에서 은폐되어 있던 이 지점은 초저속 재생을 통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스페인의 실험 작가 나탈리아 마린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집>에서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기술력의 결합으로 대변되는 건축의 청사진이 유토피아적 투사와 긴밀하게

연관되며 건축이 구축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 재료가 아니라, 이념의 유령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우진의 <Shot Reverse Shot>은 DMZ(비무장지대)의 공간 구조를 정사

(Shot)와 역사(Reverse Shot)의 체계를 보여주는 2채널 프로젝션과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냉전 이데올로기의 투사가 남긴 상흔으로 화석처럼 남아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공간적으로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비장소는 관람객이 속한 장소로
소환된다.

서문
이터
큐레

말레나 슬람, 케빈 제롬 에버슨, 벤 리버스는 자연-기계-사물의 세계와 인간을

매개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가 지닌 비현실적 경관을 조명한다.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안데스산맥의 알티플라노고원을 보여주는 말레나 슬람의 <알티플라노>는
피터 보 라프문드와 애덤 R. 러빈의 <로스앤젤레스>는 공간이면서도 공간이
아닌 천사들의 도시를 조명한다. 다인종, 다문화의 집합으로 대표되는

로스앤젤레스의 지정학적 특이성은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실현된 유토피아’인

미국을 대변하는 ‘원심성의 메트로폴리스’를 상기시킨다.● 로스앤젤레스는 거의

모든 것들의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으로도 확정될 수 없는 비장소이며,
고속도로는 그 자체로 비장소의 극단이다. 유토피아적 아메리칸 드림과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가상성이 뒤섞인 이 도시는 그 특유의 탈경계화되는

차원으로 앤젤리노들(Angelenos) 간의 교감(communion)을 생성시킨다.

낮과 밤을 두 개의 스크린으로 분할하는 2채널 방식의

● Baudrillard, Jean.
Amérique. Grasset,
1986.

설치는 관람자로 하여금 로스앤젤레스에 공존하는 이중
운동을 공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떨어진 극단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공감각적 요소들을

극대화함으로써 정밀한 감각적 기록이 어떻게 환각적인 차원으로 전도(轉倒)되는지를

보여준다. 케빈 제롬 에버슨의 ‘일식’ 시리즈인 <폴리 원>과 <폴리 투>는 나란히 마주 보는
두 개의 스크린 위에 2채널 설치의 형식으로 천체 현상을 구현한다. 그의 작품은 ‘빛의
작용 과정’을 매개함으로써 영화가 관람에서 체험으로 변모해감을 증명한다. 이 ‘일식’

시리즈는 연작이라는 제작방식을 관람자와 작품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터페이스로

다루면서 자연 현상의 변화 그 자체를 서사가 되게 한다. 벤 리버스는, 이질적 시공간에서
추출된 촬영본들의 편집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 영화의 전통적인 내러티브와 반대로,

한 작품을 촬영할 때 동일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필름-운동의

접근법을 택한다. 그는 광범위한 촬영 대상들인 인간, 동물, 식물, 사물들이 그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노출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상 그 어떤 극영화의

편집보다 역동적인 시공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지속시간에 근간을 둔 그의 필름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 그 자체가 이질적 시공간의 중첩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환기한다. 얀
잘라시에비치가 연구한 1억 년 동안의 지질학적 기록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사물의
형태>, 나무늘보의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가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어>, 캠브리지
처칠 칼리지의 학생 기숙사 ‘코완 코트’와 주변 자연과의 관계를 다룬 <여기 아래에

나무>는 동물／식물／인간／기계, 과거／현재／미래, 영화／건축／음악／시, 지질학／

고고학／인류학／심령학 등 거의 모든 것의 몽타주(montage)에 가깝다. 그의 작품들은
다큐멘터리와 판타지, SF를 넘나들며 그것들 간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벤 리버스

감독의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주제의식의 방대한 스펙트럼과 이질적 대상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집중은 새로운 혼종적 장르를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듯 무한히 확장된다.

진 영블러드의 1970년 저작 『익스팬디드 시네마』는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으로 보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적 관점에 기반해서 텔레비전의 등장이 어떻게 영화를 확장, 변모시키는지를 조명했다.●

다시 말해 익스팬디드 시네마는 미디어에서 장소로의 전환을 예증한다. 브랜드화된 IP 주소가 영화관

경험의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영화는 어디서, 어떻게
경험되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공간들은 우리의 일상 어느 곳에나 편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재하는 사이트 간의 관계망이기도 하다.

‘유토피안 판톰’전의 작품들은 이렇듯 영화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위상학적

● Youngblood, Gene, and Richard
Buckminster Fuller. Expanded cinema.
Dutton, 1970;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McGraw-Hill, Inc., 1965.

관계로 전환하며, 끊임없이 실험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감각의 영역임을 일깨워준다.

The cinema as a space of illusion and the museum exhibiting immortal
art are heterotopia, a space that exists in reality but is not real.
Contrary to utopia, a space where perfect ideals are projected but
that does not exist, the black box and white cube as heterotopia do
exist through the institutions based on the notion and knowledge of
art, but they are detached from the time and space of reality.
In this context, “Expanded Plus: UTOPIAN PHANTOM” at the 20th Jeonju
Since the 1960s, the cinema and museum as heterotopia have bee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mines the borderless points between

subject to serious criticism in common, with the experiment of

exhibition and festival, also illuminates the cinema, which extends

expanded cinema and the dematerialization of contemporary art.

perception and sensation. “PHANTOM” refers to the multidimensional

Accordingly, the black box and the white cube, traditionally

attributes of the projection, ranging from the origin of the cinema,

classified a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r and

the phantasmagoria, to the “imagined communities” proposed by Benedict

fine art, began to interact with each other. Among the various

Anderson to explain nationalism. Utopia as an ideal is not only a

heterotopias described by Michel Foucault, a heterotopia was planned

projection for the future but also a place where the past and the present

●

●

to appropriate the space of every day. This heterotopia is a

are intersected. It could be a ghost that exists but does not exist at the

space of festival that activates the space for a limited time and

same time. UTOPIAN PHANTOM is to talk about the dynamism of cinematic

transforms it into a living place. The festival as an overthrow of

time and space which are constantly activated, by indicating that the

● Foucault, Michel,
and Jay Miskowiec.

everyday life can be defined as a creative

direction of expanded cinema is a space where the past, present, and

heterotopia. Heterotopia and utopia are in

future intersect and are woven. The 12 directors (including co-directors)

a contrast to each other, but they interact

selected in UTOPIAN PHANTOM show that the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1
(1986): 22-27.

with each other constantly through crossreferencing and mutual reflection.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cinema not only creates illusions, but also
exposes the illusionary elements of the world
in which we live.

Verso Books, 1983.

Ju Anqi and Jodie Mack experiment with the language of expanded cinema through the form
of travelling in space. Ju Anqi’s What is Art transforms the ontological questions into
concrete geographic contexts by representing the questions about the definition of art as a
kind of road movie. Jodie Mack’s The Grand Bizarre replaces the western-centric intellectual
journey of the “grand tour,” which searches for the treasures of human civilization, with the
“bizarre” movement of things. The textiles that show images travelling around the world in
a stop-motion animation lead to the installation works with objects of iPhones and computer
monitors. Mack's work crosses the animated films, representing the early history of cinema,
and the history of computer starting from Jacquard, and proposes the possibility of a
“grand” metaphor for the direction of cinema in the new media era.

The works of James Benning, Natalia Marin, and Jang Woo-jin set the huge ideological ghost of the state and the
spatialized structures surrounding it in exhibition space and let the audience confront them. James Benning’s
The Birth of A Nation, reinterpreting The Birth of a Nation (1915) by D.W. Griffith’s, creates the images that
is the origin of racism on three separate screens and reveals the process that the projection of the biased

KIM Minji

belief in the ideal state excludes the other. Presented as a tricolor track on three screens reminiscent of

(Jeonju IFF Art Director,

a triptych, it seems to imply the function that the pseudo-religious ideology of state performs on a psychic

Curator)

level. This aspect, concealed in an unilinear historical view, reveals itself only in ultra-slow motion.
Julio Iglesias’ House by Spanish experimental artist Natalia Marin shows that the blueprint of architecture,
represented by the combina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technology of a nation, is closely related to utopian
projection, and it is not a physical material but a ghost of ideology that the architecture embodies. Shot
Reverse Shot by JANG Woo-jin spatially represents the geopolitical peculiar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scars left by the projection of Cold War ideology, capturing the spatial structure of DMZ (demilitarized
zone) by means of two-channel projection and closed-circuit camera that show a system of shot and revers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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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Bo Rappmund and Adam R. Levine’s Communion Los Angeles
illuminates the city of angels which is a space but is not a

embodies the astronomical phenomenon in the form of two-channel video

space. The geopolitical specificity of Los Angeles, described

installation on two facing screens. His work proves that a film is

as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assemblage, is associated

transformed from the object of viewing to that of experience by mediating

with the “centrifugal metropolis” that represents America, the

“the action of light.” The series “the Solar Eclipse” makes the change of

●

“Realized Utopia” according to Jean Baudrillard. Los Angeles is a

the natural phenomenon itself a narrative, dealing with the production

collection of almost all the things and, at same time, non-place

form of a series as an important interface between audience and works.

that cannot be determined as any such things, and the highways

The works of Ben Rivers take the approach of film-movement, which does

themselves are non-places extreme. The city, which is a mixture of

not leave the same place for continuous observation while shooting a work,

utopian American Dream and vitality of Hollywood film industry,

contrary to the traditional narrative of the film developed by the editing

creates the communion between Angelenos in its distinctive

of footage extracted from heterogeneous time and space. He exposes how a

borderless dimension. The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dividing

wide range of photographic subjects, such as human beings, animals, plants

● Baudrillard, Jean.
Amérique. Grasset,
1986.

the day and night into two screens, allows

and things, change in the context of their relationship. This approach,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dual movements

in effect, shows a more dynamic time-space change than the editing of any

coexisting in Los Angeles spatially.

feature films. His films, rooted in duration, reveal and evoke that the
physical world, in which we live, is by the overlapping of heterogeneous

Malena Szlam, Kevin Jerome Everson, and Ben Rivers

time and space. The Shape of Things inspired by the geological account

look at the unrealistic landscape of places that exist

of the world 100 million years from now produced by Jan Zalasiewicz, You

in reality by mediating the relations between man

Can’t Imagine Nothing following the speed of a sloth, and Trees Down Here

and the world of nature-machine-objects. Altiplano by

d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wan Court and the surrounding

Malena Szlam, showing the Altiplano plateau of the

nature at Churchill College, Cambridge, they are close to montage

Andes from prehistoric times, shows how the records

of almost everything, including animals, plants, men, machine, past,

based on precise senses are transformed into those of

present, future, film, architecture, music, poetry, geology, archeology,

hallucinatory dimensions, maximizing all the multi-

anthropology and psychology. They cross documentary, fantasy and SF, and

sensory elements that can be felt in the extreme space

question the boundaries between them. Ben Rivers’ work world focuses on

away from the modern daily life. Polly I and Polly I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st spectrum and heterogeneous objects, and

in Kevin Jerome Everson’s series “the Solar Eclipse”

it is infinitely expanding, creating a kind of new hybrid genre.

Expanded Cinema (1970) by Gene Youngblood, based on Marshall McLuhan’s definition of media as the extensions of
●

human consciousness, examines how the emergence of television has expanded and transformed the cinema. In other
words, expanded cinema proves the transition from media to space as an example. At this time branded IP addresses
drive a paradigm shift in the cinema experience, the question of what is changing to the question of where and how
the film is experienced. And those spaces of experience are ubiquitous in our daily lives,
● Youngblood, Gene, and Richard
Buckminster Fuller. Expanded cinema.
Dutton, 1970; McLuhan, Marshall,

but they are also a network of sites that are absent at the same time. The works presented
in “UTOPIAN PHANTOM” transform the ontological questions of cinema into the topologica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relationship matters and constantly expand the experimental field. And they remind us that

of man. McGraw-Hill, Inc., 1965.

the field of our perceptions and senses is ultimately expanding in this process.

1-A

비디오 설치, LED 설치,
컬러, 사운드,

25분(연속재생),
중국, 2018

중국의 청년 예술가 50인이 베이징으로부터
110km 떨어진 싱룽현 허베이성으로

모여든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고
50개의 다른 답이 내려진다. 생과 재생 사이에 놓인 문,

Multiple-Channel

아이러니, 전쟁,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등 예술을 정의하는 말들이

LED Installation, Color,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모호함, 관습을 초월한 무언가,

쏟아진다. 다채로운 장소와 관심사, 세계관, 예술적 방법론의
선집을 다중 채널 인스톨레이션 방식으로 전시한다.

Video Installation,

Sound, 25 min (Loop),
China, 2018

50 young Chinese artists came to
Xinglong County, Hebei Province,
110km away from Beijing. They answer to the same
question, “What is Art?” Their definition of art varies
from the door between life and rebirth, the ambiguity
inexplicable with specific words, something that
transcends conventions, an irony, a war to a way of
loving the world. Multichannel installation displays a
collection of various places, interests, worldviews and
artistic methodologies.

JU Anqi
쥐안치

1975년 중국 신강 출생.

<베이징에 강한 바람이 분다>(1999)가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첫 장편영화 <변방의 시인>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대상을 받았다.

Born in 1975 in Urumqi, China.
He graduated from the Beijing Film
Academy. He is one of the most widely
recognized directors from China’s “New
Generation„ filmmakers and multi-media
artists.

2-A

2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사운드,

30분(연속재생),
미국, 2018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처럼 피터 보

라프문드와 애덤 R. 러빈은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다채로운 표현 요소들을 신선한 조합으로

나열한다. 캘리포니아의 110번 도로가 산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흐름을 탐구하면서 이 도시에 속한 상이한 지역들을 정의한다. 도시
교향악 장르의 일종으로 장소 간의 위치관계, 지리적 형상, 그 안의

Two-Channel Video

68분 길이의 영화는 낮과 밤을 두 개의 스크린에 분할하여 2채널

Sound, 30 min (Loop),

디테일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은밀한 암시를 준다.
방식으로 설치된다.

Projection, Color,

USA, 2018

Peter Bo Rappmund and Adam R.
Levine display an unconventional
combination to represent multiple elements of Los
Angeles. Exploring the 110 freeway of California, from
the mountains to the ocean, the film defines various
communities in the city. In the context of Dziga Vertov
and his “city symphony,” Communion Los Angeles highlights
locational relations and geographical forms which subtly
hints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e 68-minute
theatrical version is installed in two channels, divided
into two screens — one for day and the other for night.

피터 보 라프문드
애덤 R. 러빈

1979년 미국 와이오밍 출생.
1978년 영국 런던 출생

두 감독의 공동 연출작이며, 이들은 MOMA,

바비칸센터를 비롯한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Peter Bo RAPPMUND

Born in 1979, Wyoming, USA.

Adam, R. LEVINE

Born in 1978, London, UK.
A collaboration between Peter Bo
Rappmund and Adam R. Levine. Their work
was presented in MOMA, Barbican Center
and many other renowned museums and
galleries.

2-B

비디오 프로젝션,

OHP 설치, 흑백, 사운드,
13분(연속재생),
스페인, 2018

2001년 상하이 시정부는 상하이에 스페인의
복제본을 만들려고 했다. “스페인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 질문을 받은 건축가는 “스페인은 훌리오

Single-Channel

표상된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허상을 드러낸다. 추상화된 기하학

OHP Installation,

이글레시아스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한 국가가 팝 아이콘으로
패턴들, 텍스트 플레이, 특별한 내레이션, 건축 설계도 안에

다양한 질문이 담긴다. 그림자 영사와 스크린 프로젝션을 교직하여
설치된다.

Video Projection,

Black & White, Sound,
13 min (Loop),
Spain, 2018

In 2001, the Shanghai municipality
wanted to build a replica of Spain
in the city. To the question of “What does a Spanish
house look like?” an architect replied, “Spain means
Julio Iglesias.” The fact that the pop icon represents
the nation reveals the illusion of national identity.
Abstract geometric patterns, text-variations, unique
narrations and blueprints brings up various topics.
Shadow projection is intersected with the screen
projection.

나탈리아 마린

1982년 스페인 사라고사 출생.

실험영화 단체 ‘로스이호스’에서 연출한 작품들이
여러 영화제와 미술관에서 소개되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의 집>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Natalia MARIN

Born in 1982, Zaragoza, Spain.
Her works within the experimental film
collective “Los hijos” have been screened
at numerous festivals and museums.

2-C

비디오 설치, 조각 설치,
컬러, 사운드,

60분(연속재생)
미국, 2018

<거대한 기묘함>은 조디 맥이 연출한
단편들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수건이나 식탁보, 스카프, 양탄자와 같은 직물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천들은 탑승권과 지구본이라는 지리적 신호를 따라
기차로 이동하여 공항 대기실, 수화물 트랙을 통과한다. 맥은

Single-Channel Video

소재로 지리적 신호, 패턴, 텍스트의 경로를 따라 가상 세계의

Deep Time Installation,

작품에 사용된 전염성이 큰 음악을 직접 작곡하였고, 텍스타일을
지도를 그린다. 6년의 촬영과 편집으로 완성되었고, 아이폰,
아이맥, 모니터를 오브제로 한 이채로운 조형물과 병합하여
설치된다.

Installation,

Color, Sound,
60 min (Loop)
USA, 2018

The Grand Bizarre uses the
methodology similar to her formal
short films. The film shows a journey of textiles
including towels, tablecloths, scarves and carpets.
They pass through the baggage tracks, train stations,
and airports, following the geographical signs of the
boarding pass and globe. Mack, who composed the addictive
background music herself, draws a map of imaginary with
the patterns and texts. Completed after six years of
shooting and editing, the installation is the combination
of bizarre objects including wrapped iPhones, iMacs and
textiles.

조디 맥

1983년 영국 런던 출생.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연출을 시작한

이래로 줄곧 추상적이면서 실험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어왔다. <렛 유어 라이트 샤인>(2013)
이 대표작이다.

Jodie MACK

Born in 1983, London, UK.
Starting her film career from 2003,
she constantly directed experimental
animations. Let Your Light Shine (2013)
is her representative work.

JU Anqi

What is ART?

Communion Los Angeles

Peter Bo RAPPMUND & Adam R. LEVINE

Natalia MARIN

Julio Iglesias’ House

The Grand Bizarre

Jodie MACK

2-D

9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15분(연속재생)
독일, 2014

<21,3°C>는 ‘정지’와 ‘변화’의 충돌로
운행하는 시네마의 원리를 표상하는

작품이다. 건너편 건물이 내다보이는 창문과 커튼, 빛, 어둠, 화병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 프레임은 11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찍혔다.
쇼트와 쇼트 사이에 변하는 건 커튼이 묶인 모양, 화병의 꽃, 의자,

Eleven-Channel Video

온도이다. 9개의 타블로 쇼트를 동시 영사함으로써 각 프레임의

Sound, 15 min (Loop)

빛이 들이치는 형태 등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21,3°C라는 방의
차이와 동일성을 한눈에 일별할 수 있는 설치로 진행된다.

Projection, Color,

Germany, 2014

21,3°C embodies a principle of
cinema driven by the collision
of “stillness” and “change.” Each frame is consisted
of a window showing a building on the opposite side,
curtains, light, darkness, and vases. The frames are shot
throughout 11 different time of a day. Curtain knots,
flowers, chairs, and light change between the shots.
However, the room temperature of 21,3°C remains the same.
By the projection of 9 tableau shots simultaneously, the
installation allows viewers to percept the difference and
equality between the frames.

헬레나 위트만

1982년 독일 노이스 출생.

<앤소니 맥콜>(2015), <밤의 부드러운 소음>

(2017) 등으로 이어지는 단편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첫 번째 장편영화 <표류>(2017)로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에 초청되었다.

Helena WITTMANN

Born in 1982, Neuss, Germany.
Her short films were shown
internationally in exhibitions and film
festivals. Drift (2017) was invited as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Jeonju IFF.

2-E

2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사운드,

20분(연속재생)
독일, 2018

<난폭한 파동>은 파도의 형상과 소리,
이미지의 설치 형식에 의해 창조되는

시청각적 감각의 경이를 체험하게 한다. 헬레나 위트만과 사운드

디자이너 니카 손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파도의 형상과

사운드의 상호작용을 통해 운항된다. 파도의 형상과 사운드의 고저,

Two-Channel Video

공감각의 차원에서 생성과 진화, 소멸의 인상을 창조한다. 크기가

Sound, 20 min (Loop)

크기가 다른 스크린이 만들어내는 차이의 파동은 시각, 청각,
다른 두 개의 스크린이 마주 보는 2채널 설치 작품이다.

Projection, Color,

Germany, 2018

Wildness of Waves is an audio-visual
installation by Helena Wittmann and
Nika Son,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e shape and the sound from waves. The delicate
image-installation arouses an awe of audiovisual senses
to the audience. The shape of waves, the pitch of sound,
and the innumerably changing waves made by screens of
two different sizes, create the message of formation,
evolution and extinction in the audio-visual, synesthetic
sense.

헬레나 위트만
니카 손

1982년 독일 노이스 출생

1981년 독일 바트 베를레부르크 출생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영화감독으로 <난폭한 파동>은
두 공동감독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탄생하였다.

Helena WITTMANN

Born in 1982, Neuss, Germany.

Nika Son

Born in 1981, Berleburg, Germany.
She works as a sound designer and the
film director. A collaboration between
Helena Wittmann and Nika Son.

2-F

3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무음, 3분(연속재생)
미국, 2018

데이비드 워크 그리피스의 대하드라마
<국가의 탄생>(1915)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국가의 탄생>에서 발췌한 세 장면을 3채널

인스톨레이션으로 재(再)맥락화 한다.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은
돈독한 우의를 나누던 남부의 카메론 가와 북부의 스톤맨 가
사람들이 남북전쟁을 빌미로 역사의 격랑에 휘말리는 과정을

Three-Channel Video

스러져가는 병사, 목화를 따는 흑인들과 산책하는 백인 남녀를

Without Sound,

담았다. 세 개의 스크린에는 각각 남북전쟁 시기 전장에서

병치한 깊은 심도의 쇼트, 흑인 악당들을 섬멸하려 진군하는 KKK
단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Projection, Color,

3 min (Loop)
USA, 2018

James Benning re-contextualizes the
three scenes from D. W. Griffith’s
The Birth of a Nation, through the three-channel
installation. The silent epic drama from 1915 tells the
impact of the Civil War on two families who shared deep
friendship - the Southern Camerons and the Northern
Stoneman. Three screens juxtapose a soldier fallen down
in the battlefield, black cotton farmers and a white
couple taking a walk shot deep in depth, and the Ku Klux
Klan on a march to remove the black people.

제임스 베닝

1942년 미국 위스콘신 출생.

1972년부터 꾸준히 독립영화 감독이자 아방가르드
영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3개의 호수>

(2004), <시선을 던지다>(2007), <RR>(2007)
등은 우리 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이다.

James BENNING

Born in 1942, Wisconsin, USA.
He has been making independent films since
1972. Over 40 years of filmmaking, his films
were shown in internationally renowned films
festivals and museums.

2-G

2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사운드,

15분(연속재생)
한국, 2019

장우진의 실험적 설치작업 <Shot Reverse
Shot>은 영화 문법의 오랜 관습 중 하나인

‘정사(Shot)-역사(Reverse Shot)’ 체계로부터 영감을 취한

작품이다. 관람객들이 작가가 설정한 동선을 밟아가며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숨겨진 카메라로 기록한 뒤, 뒤집힌 앵글로 다시 보게
함으로써 ‘응시의 응시’를 구현한다. 촬영은 DMZ(비무장지대)의

Two-Channel Video

2채널 프로젝션과 폐쇄회로 카메라, DMZ을 상상적으로 구현한

Sound, 15 min (Loop)

공기를 다각도로 담을 수 있는 세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설치물들을 조합하여 보여준다.

Projection, Color,

Korea, 2019

Shot Reverse Shot is an
experimental installation inspired
by the shot and reverse shot, one of the basics
methodologies of cinema. The audiences follow the path
designed by Jang to see the images, and simultaneously
they are also recorded by a hidden camera in the reverse
angle. This embodies the concept “gaze of gaze.” The
film was shot in three different places to capture
the atmosphere of DMZ. The installation consists of
two-channel projections, CCTV cameras, and objects
representing the DMZ.

장우진

1985년 춘천 출생.

홍익대학교에서 영상영화를 전공하고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였다.
장편 데뷔작 <새출발>(2014)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받았다.

JANG Woo-jin

Born in 1985, Chuncheon, Korea.
His debut film A Fresh Start (2014) was
awarded Grand Prize in Korean Competition
of Jeonju IFF. His third feature film
Winter’s Night (2018) was screened in IFFR.

Helena WITTMANN
21,3°C

Wildness of Waves

Helena WITTMANN, Nika Son

James BENNING

Birth of A Nation

Shot Reverse Shot

JANG Woo-jin

2-H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사운드, 16분(연속재생)
칠레, 2018

칠레 출신으로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실험영화
감독 말레나 슬람은 알티플라노고원의 화산

분화구와 소금 평원, 깊은 색채의 호수, 대지의 표면을 경이적인
시청각 이미지의 오브제로 탈바꿈시킨다. 엑타크롬 필름의 떨림,
카메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집, 이중인화 기법 등을 사용하여

붉게 변해가는 대지의 표면, 탈각된 외계 지형 이미지는 끓어오르는

Single-Channel Video

사운드 레이어와 병치된다. 설치 방식에서부터 공간, 사운드 설계

Sound, 16 min (Loop)

화산,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온천수, 윙윙대는 바람소리 등의 저주파
등 작가 말레나 슬람이 직접 설치작업에 참여하였다.

Projection, Color,

Chile, 2018

Chile-born, Montreal-based
filmmaker Malena Szlam transformed
the elements of the Altiplano plateau — volcanic
desserts, salt flats, and colored lakes and the surface
of the land — into the vibrating audio-visual images. The
blue-red landscape coupled with a soundscape generated
from infrasound recordings of volcanoes, geysers, Chilean
blue whales, and with the use of in-camera editing,
create evocative visual rhythms. Szlam has actively
joined us from the space and sound design to the actual
installation.

Malena SZLAM
말레나 슬람

칠레 출생.

영화와 설치 그리고 퍼포먼스 아트를 넘나들며
자연과 직관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알티플라노>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Born in Chile.
She is an artist and filmmaker working at
the intersection of cinema,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She explores between the
nature, perception, and intuition.

2-I

Polly One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무음, 6분(연속재생),
미국, 2018

Polly Two
비디오 프로젝션, 흑백,

Polly One

무음, 12분(연속재생),
미국, 2018

Single-Channel Video

‘폴리’ 연작은 케빈 제롬 에버슨이 기획,

연출한 ‘일식’에 관한 시리즈물이다. ‘폴리’는

두 개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폴리 원>은 2017년 8월 일식 하루
전날 작고한 에버슨의 할머니를 기리며 만든 작품이.

Projection, Color,
Without sound,
6 min (Loop)
USA, 2018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늘을 찍은 16mm 필름은 특수 렌즈를 사용한

Polly Two

그림자가 태양의 표면을 왕래하는 광경을 흑백 필름으로 촬영하였다.

Projection, Black &

쇼트를 통해 소용돌이치는 이미지를 얻어냈다. <폴리 투>는 달의

추상적으로 부유하는 태양의 형상을 대비한 <폴리 원>과 <폴리 투>
는 나란히 마주 보는 두 개의 스크린 위에 2채널로 설치된다.

Single-Channel Video

White, Without sound,
12 min (Loop),
USA, 2018

“Polly,” a two-part series of
films documenting the eclipse, is
directed by Kevin Jerome Everson. Polly One is dedicated
to his grandmother who passed away the day prior to the
solar eclipse in August 2017. He filmed the sky above in
North Carolina in 16mm with an unconventional lens and
gained swirling images. Polly Two was shot in black-andwhite to capture the shadow of Moon moving around the
surface of the Sun. Contrasting the Sun’s abstract drifts,
the films are installed with two channels on two screens
facing each other.

Kevin Jerome EVERSON
케빈 제롬 에버슨

1965년 미국 오하이오 출생.

사진, 연극, 음악을 넘나드는 실험영화 감독이다.
125편이 넘는 그의 단편들은 선댄스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Born in 1965, Ohio, USA.
His work encompasses painting, sculpture,
photography, and film. He exhibited
internationally at film festivals,
cinemas, galleries and museums.

C-A

비디오 프로젝션, 컬러,

사운드, 14분(연속재생)
영국, 2018

1960년 초 설립된 처칠대학의 학생 기숙사
‘코완 코트’의 생애를 탐사하는 작품.

2016년, 영국의 건축가 그룹 ‘6a’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브루탈리즘
건축양식이 주입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나무가 덮인 장소로
변형하였다. 벤 리버스는 흑백과 컬러, 그림, 설계도, 텍스트,

Single-Channel Video

장소에 퇴적된 역사를 굴착한다. 리버스가 직접 설계한 공간 기획,

Sound, 14 min (Loop)

중얼거리는 소리와 잡음들 등 시청각적 다양성을 활용하면서 한
디자인에 의거하여, 원 채널로 설치된다.

Projection, Color,

UK, 2018

“Cowan Court” is a residence from
the early 1960s, at the Churchill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Half a century later,
an architecture group “6a” turns the Brutalism of the
original college into an innovative timber building.
Ben Rivers using black-and-white and color films, with
audio-visual references including pictures, blueprints,
and noises, unearths the history deposited in the place.
Based on the spatial design of the director, Trees Down
Here is displayed as one-channel projection.

Ben RIVERS
벤 리버스

1972년 영국 서머싯 출생.

<사물들>(2015)로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타이거상을 받았으며, 영미권 실험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그의 장, 단편들이
꾸준히 상영되었다.

Born in 1972, Somerset, UK.
He is a widely known experimental
filmmaker. Things (2015) received Tiger
Award in IFFR. His films are constantly
presen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C-B

비디오 프로젝션, 흑백,
사운드, 2분(연속재생)
영국, 2019

레스터대학의 지질학 교수 앤 잘라시에위츠는
벤 리버스에게 ‘고스트 스트라타(Ghost

Strata)’의 개념을 소개한다. ‘바위 표면들 내부로부터 사라진
요소들’. 의역하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때

존재했다는 흔적을 제공하는 지층들. 필름 푸티지와 사운드, 텍스트

Single-Channel Video

‘개발 중인 작품(work-in-progress)’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Black & White,

요소를 혼합한 작품으로 상파울루, 태국, 노팅엄 등에서 촬영했다.
1년을 수록할 계획인데, ‘유토피안 판톰(UTOPIAN PHANTOM)’
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담긴 2분 길이 판본으로 설치된다.

Projection,

Sound, 2 min (Loop)
UK, 2019

Geologis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Leicester, Jan
Zalasiewicz introduces the concept of “Ghost Strata”
to Ben Rivers, the missing elements within the rock
surfaces, that despite their absence offer hints of what
was once there. The Shape of Things is a combination of
film footage, sound and text elements shot in São Paulo,
Nottingham and Thailand. Presented as “work-in-progress,”
the exhibition presents the two-minute footage from
January to June from the record of a whole year.

벤 리버스

Ben RIVERS

C-C

비디오 프로젝션,

흑백과 컬러, 사운드,
5분(연속재생)
영국, 2019

지속과 운동, 연속과 불연속의 개념으로 매체

미학을 숙고하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어>는

동물의 운동으로부터 시네마의 본성을 추출한다. 나무늘보가

나뭇가지를 기어오르고, 머리를 숙이고, 낮잠을 자며 나무에

매달린다. 가지의 중간에 도달하는 지점과 25분 무렵, 두 번

Single-Channel Video

채색은 일순간 모든 걸 낯설게 바꾼다. 극장 상영본은 <마침내,

Color and Black & White,

색채가 바뀐다. 팝 아트 또는 첨단 TV 광고를 연상시키는 총 천연
지금에서야!>라는 제목의 39분 길이 판본이지만, 설치 작품은 5분
길이의 편집본이다.

Projection,

Sound, 5 min (Loop)
UK, 2019

You Can’t Imagine Nothing
contemplates the media through
the concepts of duration and movemen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to reveal the essence of cinema from an
animal’s movements. A sloth climbs up a branch, lowers
its head, takes a nap, and clings to a tree. Color
changes when the sloth reaches the middle of the branch
and once again around 25:00. The full color vision,
implying pop art and TV commercials, de-familiarizes
everything instantly. The 39-minute theatrical version
entitled Now, At Last! is edited to the 5-minute
installation.

벤 리버스

Ben RIVERS

Altiplano

Malena SZLAM

●

◊

●

Kevin Jerome EVERSON

● Polly One

◊ Polly Two

Trees Down Here

Ben RIVERS

Ben RIVERS

The Shape of Things

You Can’t Imagine Nothing

Ben RIVERS

전시 연계 프로그램

토크 플러스

‘익스팬디드 플러스: 유토피안 판톰(UTOPIAN

PHANTOM)’의 참여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작업방식,
예술관 등에 대해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장소 ／ 팔복예술공장

5.5(일) 15:00 ／ 조디 맥

(감독)

5.6(월) 15:00 ／ 말레나 슬람

(감독)

5.7(화) 15:00 ／ 헬레나 위트만

5.8(수) 15:00 ／ 제임스 베닝

5.9(목) 16:00 ／ 나탈리아 마린

전시해설

(감독),

니카 손

(감독)

(감독)

(감독)

‘익스팬디드 플러스: 유토피안 판톰(UTOPIAN

PHANTOM)’을 찾는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 해설사(도슨트) 동반 관람을 운영합니다.

일시 ／ 5월 3일(금) – 10일(금)

매일 ／ 11시, 13시, 16시 (일 3회)
● 지정된 시각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시작합니다.
◊ 전시장 상황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 Related Events

Talk Plus
Five Artists talk about their installations in “Expanded
Plus: UTOPIAN PHANTOM.” This is a unique opportunity to
hear and discuss with the artist about their own practice,
themes, as well as behind-the-scenes intensions into the
planning of the program.
Venue ／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5.5(Sun) 15:00 ／ Jodie MACK (Director of The Grand Bizzare)

5.6(Mon) 15:00 ／ Malena SZLAM (Director of Altiplano)

5.7(Tue) 15:00 ／ Helena WITTMAN & Nika Son (Directors of Wildness of Waves)

5.8(Wed) 15:00 ／ James BENNING (Director of Birth of A Nation)

5.9(Thu) 16:00 ／ Natalia MARIN (Director of Julio Iglesias’ House)

Docent Tour
“Expanded Plus: UTOPIAN PHANTOM” provides an in-depth
guide to the artist’s installations and offers insights
into the program.

Date ／ May 3 (Fri) – May 10 (Fri)
Daily ／ 11:00, 13:00, 16:00

● Meet the guide outside the exhibition at 1st Floor, Building A,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 Tours can be canceled without notice, so please kindly check the information.
◊ English translation is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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