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미디어 아티스트 김현주(ex-media)는 미국 뉴욕주 시라쿠스대학의 트랚스미디어과에서 컴퓨터 아트를 젂공했고, 다양핚
디지털 영상과 실험적인 인터액티브 미디어를 연구 창작하고 가르쳐 왔다. 그의 작품은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비디오, 로보틱
아트를 비롯핚 설치에 이르기 까지 넓고 다양핚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여섯 차례의 개인젂을 포함핚 30 여회의 미국 내
젂시를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쿠바, 스페인 및 핚국에서 왕성하게 작품을 선보여 왔다. 귺래에는 119 갤러리(미국
매사추세츠주 로웰)와 Ciao 갤러리( 미국 와이오밍, 윌슨)에서 각각 주최핚 두개의 경쟁 젂시 기획젂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 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40 만 US 달러 규모의 과학 예술 융합 프로젝트인 아트보틱스(ArtBotics)의
Co-pi 로서 프로젝트를 3 년갂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2005 년부터 매사추세츠주립대학(로웰)의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 년부터 핚독미디어대학원에서 뉴미디어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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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 4 회 119 갤러리 공모젂 – [Anxiety Attack], 119 갤러리,매사추세츠주 로웰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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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루어낸 미학적,사회 문화적 변화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비물질성과
인갂이 테크놀로지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변화된 일상, 이에서 작가가 느낀 편치 않음과 불안, 더 나아가 포스트
휴먼적인 현상들을 개인적이고 관조적인 톤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해 왔었다.
최귺의 작품들을 통해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에서 조각, 설치, 프린트 등의 기존의 예술 매체에 뉴미디어와
혼성을 통해 디지털테크놀로지를 이용핚 작품이 가지는 비물질적 현상을 극복하고, 물리적이고 촉감적으로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핚 인터액티브 오브제적 요소를 가짂 확장매체아트(Expanded Media Art)를 추구해 오고 있다.
디지털이라는 것이 가지는 공허함을 직접 만지고, 체험핛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촉감적인 매체와 함께 사용하며,매체와
감각, 나아가 차원(Dimension)의 혼성(Hybridization)이라는 실험을 해본다.
뉴미디어 주제의식과 매체 혼성
뉴미디어를 다루는 작가로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작업을 하기 위핚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도구이자 나의
작품 주제로서 자주 등장해 왔으며, 디지털 매체와 다른 젂통적인 매체가 결합된 혼성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회화, 사짂, 조각, 프로젝션, 퍼포먼스 및 설치 등의 젂형적인 예술구현방식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체영상기술, 비선형
비디오 편집기술등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핚다.
디지털사회와 인간, 함께 살아가기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을 계속하면서, 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루어낸 사회 문화적 변화들 – 특히 인갂의 삶과
관계된 변화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이보그(디모프-Dmorph, 2002), 가상적 자아(셀프 – Selves, 2005), 화이트노이즈와
임싞(멜뉴트리션: 케이스 1- 소음 – Malnutrition: Case1-Noise, 2002), 컴퓨터와 인갂의 상호작용공갂(이중공갂DualSpace, 2003)과 디지털 플레쉬(버츄얼바디- Virtual-Body, 2003) 등 인갂의 포스트휴먼적인 상태를 주제로 핚
작품들을 제작해 왔다. 이후 인갂과 기계가 공생하며 서로 상호 작용해 나가는 유기적이고 인터액티브핚 공갂의 설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로봇공생시리즈“(Symbiosis Ver 1.0, 2.0, 2005-6)를 시작했고, 계속하여 작가는 테크놀로지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변성되고 필터 되는 인갂의 “몸”의 상태와, “테크놀로지와 함께 살아가기”에 대핚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확장매체론
나는 또핚 디지털테크놀로지를 이용핚 작품이 가지는 비물질적 현상을 극복하고, 물리적이고 촉감적으로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핚 인터액티브 오브제적 요소를 가짂 소위 “확장매체”를 대안적으로 추구핚다. “오류의 몸”(Falsebody,
2007-2009)은 디지털 문화의 비물질적 미학을 대표하는 3D 가상카메라의 과장된 투시영상을 애니메이션과 일련의
레이저 에칭 플랙시글래스 판넬로 역설적으로 형상화 했다. 로봇기술을 이용핚 키네틱 공공설치물인 “우리”(Uri, 2007)
또핚 이런 확장매체예술의 연장선상에서 제작 되었다고 핛 수 있다. 최귺 작품인 “혼재”(Cross Dimension, 2010)
시리즈는 나노붂자의 시각적 구조와, 피지컬핚 매체, 증강현실 등의 기술들을 활용해 나노와 매크로의 스케일, 미시의
차원과 거시 차원의 섞임과 혼재, 중첩을 표현해 보고 싶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