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플레이그라운드의 마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황금빛 물드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2005의정부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을 개최하게 된 것을 시민 여러

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보문화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정보화촉진

위원 여러분과 서울컨벤션서비스 주식회사 행사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제5회째를 맞이하는 정보문화축제는 "디지털플레이그라운드" 라는 흥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본 전시와 특별

전시, 학술행사, 부대행사, 공연등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흔히들 지금 시대를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직은 일반화되

어 있지는 않지만 휴대성과 시공을 뛰어넘는 편의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사회

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나날이 변화되는 정보의 신기술과 국제디지털 예술의 색다른 체험으로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의정부가 정보와 문화예술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 숨쉬는 도시로 거듭나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 10.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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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부대행사

Uijeongbu
Digitalart Festival



"digital playground 2oo5" 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 디지털적 창의력,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전시 방식

을 제시할 인터렉티브 미디어 설치와 웹 기반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기획된 전시입니다.

(1) 새로운 차원의 경험: 디지털 기술이 일상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주듯, 디지털 아트 역

시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예술가가 되

어 보기도 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보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술이 필요

하냐고 묻는다면, 또는, 예술의 역할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현대예술을 두고 생

각해 볼 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아마도 이런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객이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

운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그러한 세계를 열어주는 것" 이라고 말입니다. "Digital Playground"는 '예술' 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주눅들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와서 작가들이 보여주는 다른 세계를 맘껏 즐겨보라 권합니다. 이상

한 나라에 떨어진 엘리스가 된 기분으로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2) 디지털적 창의력: '창의력'과 '호기심'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

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을까? 생명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와 같은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밝혀내는

데 무엇보다 필요했던 창의적인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이

켜 볼 때, 디지털적인 창의력을 개발하는 위한 노력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창의력을 개발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떠도는 상품이 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적인 창의력은 어떤 것일까요?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작품과 놀이하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

게 될 것입니다.. 

(2) 새로운 디지털 아트 전시 방식: 디지털 아트, 이미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난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에 고이 모셔진 작품 앞에서, 관객은 여전히 버튼을 누르거나, 한 판 춤을 추거

나, 폴짝폴짝 뛰어보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 소리치라고 설치해 놓은 마이크 앞에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끄집어 내기 힘듭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미술관/갤러리' 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위압감도 작

용할 것입니다. 'Digital Playground' 는 조각조각 나뉘어진 깜깜한 방이나, 조용하고 위압적인 공간이 아닌 새로운 모

습으로 만들어진 전시실 안의 놀이터에서 관객과 만나려고 합니다. 실컷 소리치고, 맘껏 뛰어놀다 힘들면 잠시 앉아 

쉬는 그런 공간,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재미있게 놀아볼 수 있는 개

방된 공간에 마치 놀이기구들처럼 설치된 작품들을 통해 관객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미디어아트 와 
  더불어 함께 놀기"



본 전시
Main Exhibition



 Uijeongbu Arts Center Exhibition Hall
의정부 예술의 전당 전시동

Jean-Jacques Birgé + Frédéric Durieu + Thierry Laval + Kristine Malden
< La Pâte à Son >

Axel Roch  <The MoonPeace Project>

Hisako Kroiden Yamakawa  <Kotodama>

Natsu Kawakita & Nobuya Suzuki  <Karacuri Block>

Park So Hyun  <Wayang>

Zack Booth Simpson  < Mariposa>

Sharon Younger + Orna Prtugaly + Daphna Talithman
<Jumping Rope>

Zack Booth Simpson  <Mondrian>,<Calder>

Seo Hyo Jung & Space Monky  <Moon Garden>

Ryota Kuwakubo  <LoopScape>, <Vomoder>, <PLX>

Seo Hyo Jung  <Arty Art>, <Resonant Mirror>

Byeong Sam Jeon  <Ten Worlds: Garden of Life>

Pascal Glissmann & Martina Höfflin
<Elf_Electronic Life Forms>

Alexandre Armand & Bram Dauw  <Commotion>



AxelRoch
Since 2005 Professorship for New Media Art at Merz Akademie, Germany. 

Was David Gee Lecturer,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UK, from 

2002-2005. Is co-founder of the Interface Laboratory while having joined the 

Artistic and Academic Staff at the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Germany, 

for three years. Was Artist-In-Residence at the Mediatower / Medienturm, 

Graz, Austria.

http://www.axelroch.org

roch@zkm.de



악셀로흐
악셀 로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영국의 런던 대학 그리고 골드 스미스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독일의 메르츠 아카데미의 뉴 미디어 아트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의 쾰른 미디어 아트 대학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그 기간 동안에  동안 인터페이스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였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미디어 타워/미디엔스트룸 예술

가 거주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트렌스미디알레2005 (베를린). VIVID 미디어아트 센터 (버밍험), 윔블던 예술학교(런던),ISEA 2004 (헬싱키), 아이코노크라시 (ZKM 칼스루에), ISEA 2002( 나고

야), "시각/보기" (뮌헨), "글자의 영역에서" (그라츠)  등지에서 소개되었다. 51





악셀 로흐 / 달 평화 프로젝트 / 2005 
Axel Roch / The MoonPeace Project / 2005
www.MoonPeace.net
Initial Team: Andreas Walther, Shunsuke Sunagawa, Petra Broutschek, Adrian Hampel, Carsten Borchert, Bjoern Semm, Philipp Hofman, Janko Sternagel.

오랫동안 인간에게 달은 미지의, 상상의 공간이었다.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판타지의 공간.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달은 정복할 대상이 되었다. 독일 미디어 아티스트 악셀 로흐는 동양에서 생각하

는 달의 평화로운 판타지를 끌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달에 세계 평화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이 장기프로젝트의 첫번째 버전이 <Digital Playground>에 소개된다. 테

크놀로지를 대상을 정복하는 수단이 아닌, 대상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달 평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객은 라디오 송신기,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방

식을 통해 달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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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의정부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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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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