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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영상예술의 활성화와 실험적 미술 형식을 독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I am honored to join the festival as a jury of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시작된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의 심사를 맡게 되어 영광이다. 창립한 지

Festival, which has been held with an aim to revitalize Video art in Busan

16년이 지났지만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것처럼 이 페스티발의 존립 역시

as well as to encourage experimental art since 2014. As it marks its 14th

순탄한 길은 아니었을 것이며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 온 여정일 것이다. 마치

edition this year in 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16 years since its launch,

인간의 삶처럼, 작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처럼,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세계처럼 닫혔다, 열렸다, 또 닫혔다가 좀 더 넓은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에서 내건 주제는 ‹억압의 벡터›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억압 받고 있는가. 억압의 이미지는 이미 뉴스의 영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무섭고 괴로운 억압이란, 다름 아닌 개인들에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SNS를 통해 누구나 발언할 수 있지만, 더욱 더 편파적으로 나뉘는

the existence of the festival may not have taken the high-road that may
people have been worked on for its survival. Just like our lives, like the
young artists who want to continue their works, especially, within the world
of pandemics which closed, opened and closed again, like us living day by
day hoping that a wider door will open some day.
The topic of this year’s festival is Vector of Oppression. What are
we oppressed by? The image of oppression can already be fully seen in
the news videos. How ever we get to realize that the most terrifying and

여론으로 인해 국가가 아닌 스스로 검열하게 되었다. 더욱이 영상물의 제작도

distressing oppression lies in the individuals. Anyone can speak through

방송국이나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SNS, but due to the more-biased public opnion, we’ve got to lead self-

수 있을까.

censorship by ourselves, not by the nation. Furthermore, the production of

김민정의 ‹“레드 필터가 철회됩니다.”›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붉은 색
스크린은 우리의 시각, 그리고 시선을 리셋한다. 사각형은 여러 색으로 혼합되고,
점멸하면 곧 카메라 렌즈는 우리의 눈을 동굴로 인도한다. 식민지 시기 항쟁과
학살의 상흔이 남아 있는 제주 오름 곳곳의 벙커들을 주요 장소로 삼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본다는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하나의 ‹시체의 인류학›은 죽음에 대한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건드리면서도,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한다. (죽은)인체, 무덤 등의 이미지와 함께
작품을 이끌어 가는 목소리는 죽음에 대해 어떠한 온정적 애도도 없이 무자비할
정도로 차갑게 분석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혐오를 넘어서서, 결국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향하게 한다.
반재하의 ‹허풍선이, 촌뜨기, 익살꾼›은 작가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 북한

video clips has not become exclusive to broadcasting stations or artists.
Under these circumstances, what can art do?
The red screen that appear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red filter
is withdrawn.” by Minjung Kim resets our sight and gaze. As the square

is blend in different and then flickered out, the camera lens leads our
eyes into the cave. Through this work which use bunkers throughout the
Oreums in Jeju Island, where scars of the colonial struggle and massacre
has remained, the artist throw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seeing’.
The anthropology of dead body by Hana Yoo gets close to the

human beings’ common interest in death, with a slight different approach.
The voice leading the work together with the image of (dead) body and
tomb, indifferently analyzes deaths without any compassionate mourning.

프로파간다 이미지가 인쇄된 굿즈를 구매한 이후, 그 제품들을 받기까지의 과정-

But this way eventually leads to a deep affection on our lives, going

세관사무소, 국정원, 세관 등-을 그린다. 오로지 인터넷 화면과 전화 통화 녹음으로

beyond hatred on it.

구성된 단순한 구성은 ‘80일 간의 세계일주’보다 더 뜨거운 모험의 55일을
효과적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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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Yoo

유하나

유하나는 인위성 및 그 정치적 특성,
정신 상태의 변화, 심리적 분열성, 또는
통합성에 대한 관심으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험영상을 기반으로 자연의
표상적 이미지와 신체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며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다.
작업은 Fotomuseum(빈터투어, 스위스),
유러피안미디어아트 페스티발(EMAF) 및

Cair o V ideo Festival(이집트, 카이로)을 포함
여러 곳에서 상영 및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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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yoo investigates in her experimental video
and film, the nature of artificiality and its political
entanglement, along with the alter ed mental
states derived from technical apparatus. She
engages and experiments with representational
images of Nature and the inter r elation of bodies,
mediated through storytelling. Her works have
shown at museums and festivals including the
Fotomuseum(Winter thur, Switzer land), European
Media Ar t Festival(EMAF), and Cairo Video
Festival(Cairo, Egypt) among other s. She lives
and wor ks i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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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인류학›
단채널 영상, HD, 스테레오,

10분 17초, 2019

The anthropology of dead body
Single channel vido, HD,
stereo, 10min 17sec, 2019

The anthropology of dead body investigates the dead body across

버려지는 것의 중간에 위치하는 시체라는 상징화된 개념을

different symbolic or der which is peculiar matter located between

사용하여 분류되어진 경계와 양극화된 카테고리 속의 수직화, 그

human and nonhuman, material and immaterial, the precious and

차별을 들여다본다. 극도의 단순함과 순진함을 차용한 내레이션은

the abandoned among living humans. Staging pseudo-educational

무자비한 카테고리화를 자행하며 역설적으로 그 사이의 관계들을
들춰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우리가 진짜로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 자신임을, 그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documentary, the film raises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categorization and focuses on the discrimination engender
ed from the hierarchy of the binaries. The narration adopting
extreme simplicity and naivité creates ruthless categorization and
paradoxically emphasizes contingency. Is it not because we really
detest and fear a certain matter , but because we know that the
matter and the per son we despise ar e, in fact, parts of our selves
and that they will always come back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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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hropology of dead body

Hana Yoo

‹시체의 인류학›은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소중한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