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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N E C T E D

박은영(eunyoungpark.co)은 
공학도였다가, 영화 작업을 했고, 
그러다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한동안 설치 작업을 했고, 최근에는 
장난감을 디자인했다. 그녀는 얼핏 
상이해보이는 이것들이 사실은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교차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녀는 여러 이종의 것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교차'시키며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
 

Matti Niinimäki(mansteri.com)는 
예술, 기술, 리서치, 인터랙션, 실험 
작업을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는 
헬싱키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그는 일상생활의 물건이나 
행위들을 재료로 이용하고 그것을 
유희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즐긴다. 그는 현재 알토 
예술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올해의 주목할만한 
크래프트맨(Craftsman of the Year 
in Finland)'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는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예술과 기술이, 
영화와 만화가, 
평면과 공간이, 
부품과 부품이, 
실용과 표현이,
이곳과 저곳이, 
작가와 작가가, 
작가와 관객이... 

이들이 연결되고 교차되는 지점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와 경험이 
그려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작품들을 같은 동기로 
모았다. 단순한 부품들은 서로 연결되어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고, 정적인 하나의 프레임은 기계 부품으로 연결되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장난감은 도구이자 창작 미디어가 되고, 
평면의 만화는 삼차원으로 튀어나오고, 영화의 메커니즘은 
기계적으로 재구성된다. 서로 다른 두 작가가 만나 공통점을 
분별하고, 다시 그들은 관람객과의 연결을 모색한다. 세상 만사가 
연결이다. 

박은영과 Matti Niinimäki

박은영과 Matti Niinimäki의 ‹CONNECTED›는 직접적으로 
‘연결’이라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주제어라기보다는 
태도이고 목표라기보다는 두 작가의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작동 원리에 가깝다. ‘연결’은 A와 B의 노선을 알려주는 
메뉴얼이나 1:1 회로가 분명 아닐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회로를 
탐구하는 공통의 여정이다. 서울에서 떨어진 핀란드의 한 도시에서 
각자의 작업을 뻗어나간 이들은 놀이와 만들기가 지닌 가능성의 
차원을 직접 만든 도구와 미디어로 전환시켜 눈앞에 데려다 
놓는다. 두 작가의 작업 안에 위치한 움직이는 부품들은 ‘사용’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흥미롭다. 현재의 전시장에 
정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박은영과 Matti의 작품은 이전 
작업에서 파생된 질문들과 꼬리를 물듯 연결된다. 또 박은영 작가가 
자신의 스터디 자료를 공개하고 ‹LINKKI›의 프로토타입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듯이 전시장에서의 ‘연결’은 각자가 
탐구한 재료와 메커니즘을 외부(바깥 세계)와 공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시청각과 나눈 대화에서 박은영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화이면서 깊이와 움직임이 들어간.gif 만화”로 상정하거나 
Matti가 “컴퓨터들도 정신질환을 앓을까?” 등의 질문을 
던졌던 것을 기억한다면 ‹CONNECTED›는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들에게 
‹CONNECTED›는 “놀이”이자 “프로그래밍”이자 “움직임이라는 
언어”에 대한 연구서 한 챕터가 될 것이다.

시청각(안인용, 현시원) T

D

E

C

O

N

C

N

E

박은영

2015.12.29 Tue 
– 2016.1.8 Fri

Opening Hours
12PM – 6PM

시청각

Audio 
Visual 
Pavilion

EUN 
YOUNG 
PARK

in collaboration 
with MATTI 
NIINIMÄKI

CONNECTED

Eun Young Park in collaboration 
with Matti Niinimäki

29 December (Tue), 2015 –  
8 January (Fri), 2016

Opening Hours
12PM – 6PM
(1 January, 2016 closed)

Organized by
Audio Visual Pavilion

Supported by
Art Council Korea

박은영 in collaboration with 
Matti Niinimäki

2015.12.29(화) – 2016.1.8(금)

관람시간

오후 12시 – 오후 6시
(1월 1일 휴관)

주최

시청각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력이 흥미롭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영화를 공부했다. 지금은 핀란드 
알토예술대학(Aalto University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에서 공부하고 
있다. 공대를 졸업하고 영화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공대생이라는 정체성 또는 지식이 
기계 장치에 관심을 둔 지금의 작업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도 되고 싶었고 예술가도 
되고 싶었다. 과학은 주변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길이었기에 먼저 선택하게 됐고, 
하다보니 본래 관심 있었던 창작이 하고 싶어져서 
영화학교에 진학했다. 영화를 많이 보기도 했었지만, 
1990년대 초반 당시에 영화가 창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고 싶어하는, 가장 핫한 매체였던 
분위기의 영향도 없지 않았다. 영화가 돈도 사람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준비 기간이 길어 수년간 
시나리오만 썼는데, 그 과정이 원래 내가 생각했던 
창작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뭔가 더 만져지고 
혼자 완성품을 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후 3-4년 동안은 만화를 그렸다. 아쉽게 
단행본으로 출간되진 못했지만 꽤나 집중해서 
작업했던 시기였다. 혼자 설계해서 완성작까지 
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큰 발견이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만화 작업 덕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매체에서의  작업을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사실 공학 쪽은 공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나와 관련이 없어졌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예술(art)과 기술(technology)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작업들이 눈에 들어왔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보면 
영화나 만화를 하면서도 꾸준히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했다. 결국 과학에서 시작해 한 바퀴를 
빙 돌아 지금 과학 앞에 다시 서 있는 것 같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Mechanical 
cartoon’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기계공학적 
바탕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특별히 기계 
공학에 크게 관심이 있기 보다 움직임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에 주목했다. 생물과 화학, 수학 
등 다른 과학 분야와 예술 사이의 작업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만화를 위해 스토리를 만드는 
등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늘 해왔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만들어왔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흥미를 느끼는가?
영화를 할 때부터 작고 미묘하며 내부적인 사건들에 
집중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자칫 지루하게 
들릴 수 있는데, 유머가 있어서 그 감정과 사고의 
굴곡을 관객들이 집중력 있게 끝까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시나리오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영화를 다 
찍어서 편집해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야기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만화를 그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만화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차분하게, 좀 더 글과 이미지의 경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매체다. ‹Mechanical Cartoon› 연작은 
만화를 그렸던 경험에 많이 기대고 있다. 이번에는 
설치 작품 치고는 서사가 더 있다고 해야 할까. 
돌아보면, 내가 만든 영화는 과학적인 면이 있고, 내 
만화는 영화적이었던 것 같고, 내 설치 작업은 또 
만화적인 것 같다. 

평면과 공간의 연결지점에 대해 묻고 싶다. 만화라는 
정적인 평면의 세계를 기계 장치를 통해 동적인 
세계로 가져오고 있는데, 만화의 세계가 기계의 힘을 
빌려 움직임을 얻을 때 그 ‘연결’과 ‘교차’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Art+Tech’라는 부전공 과정의 일환으로 
만든 작업인 ‹Oongsung Oongsung›은 

평면적이고 정적인 만화에 ‘움직임, 인터랙션, 
깊이’라는 층을 입히고자 하는 시도였다. 움직임은 
시선을 끄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도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 도구다. 인터랙션도 
마찬가지다. 그것 자체로는 과학이고 기술이지만, 
작업의 맥락에서 드로잉이나 촬영처럼 적절하게 
구사되어야 하는 하나의 창작 재료 및 도구란 
의미다. 이런 것들을 ‘이종’으로 생각하는 기존 
관념에서 본다면 교차라고 보여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다양한 창작 도구를 
구비하고 목적에 맞게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깊이의 경우, 그전 작업들이 스크린이나 종이 위의 
평면적인 작업들이어서 공간 작업에 대한 호기심과 
허기가 있었던 것 같다. 

작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문제해결과 
없던 새로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서는 
일면 그리기와 손을 이용한 원시적인 혹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박은영 작가에게 ‘메커니즘’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가 작업을 통해 변화하거나 새로이 
생성되고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하다.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가 2.5D 였다. 평면에서 
공간으로 훌쩍 뛰어 넘는 게 아니라 어딘가 그 
사이의 작업을 의도했다. 뉴미디어 작업이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전자 장치도 들어가지만, 
만화 같고 손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부조화의 
조화를 주고 싶었다. 나는 근사하고 괜히 있어 
보이는 차가운 표면에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 반감을 갖고 있다. 그건 영화도 만화도 
마찬가지였고, 뉴미디어 작업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 

‹Mechanical Cartoon, Study 2› 에서 만화가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이전 작업과의 연관에서 
나아가 프레임에 대한 흥미로운 연결과 작동을 
볼 수 있었다. 이 프레임들은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 독립적 

개체이지만 연결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프레임 자체를 따로 떼어두었을 때 
이것은 ‘과정’일지 ‘완성’일지 궁금하다.
‹Oongsung Oongsung›이 일종의 한 컷 
카툰이라면 ‹Mechanical Cartoon, Study 2›는 
한 페이지 만화인 셈이다.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 
프레임의 역할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역할에 대해 매료되었다. ‹Mechanical Cartoon, 
Study 2›는 만화이면서 깊이와 움직임이 들어간, 
물리적인 ‘.gif’ 만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야기의 적절한 맥락 속에 있도록 움직임을 
디자인했고, 타이밍과 지속 시간을 신중히 고려해 
프로그래밍했다. ‘study’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한 페이지가 어떤 메세지나 정서를 전달하는 
독립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매체에 대한 study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작업에서의 study는 ‹LINKKI›를 만들 때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 

‹LINKKI›는 참여자가 직접 사물의 움직임을 
구축하고 디자인할 수 있게끔 설계된 작업이다. 
이것은 배움의 도구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의  
프로토타이핑 도구일 수도 있다는 문장을 보았다. 
‹LINKKI›를 가지고 다른 이들이 설계한 사물의 
상태(움직임)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떠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의 구조-관계들을 제작하기도 하는지 
궁금하다.
다른 두 작업이 표현적인 설치작업이라면 
‹LINKKI›는 디자인 작업이다. 최근에 나는 표현 
작업보다는 디자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디자인에 집중하며 표현 작업을 병행하고 싶다. 
‹LINKKI›는 내가 ‹Mechanical Cartoon, Study 
2›의 한 프레임을 만들면서 경험한 배움과 재미를 
표준화, 모듈화 시키는 작업이었다. 사용자들이 
이를 갖고 놀면서 움직임을 디자인해서 설치 
작업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수학이나 물리 
등의 교육 도구로도 쓰일 수 있으며, 디자이너들의 

움직임 디자인 도구로도 쓰일 수 있도록 의도했다. 
움직임이라는 언어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쪽에서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미지의 분야이기도 하다. 관련 
툴이나 장난감도 있지만 나는 그걸 더 미니멀하게, 
예술 작품의 재료가 되도록, 진입장벽이 높지 않게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번에 전시하는 키네틱 월은 
이 중 ‹LINKKI›의 창작 재료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자 실험이다. 단순해 보이는 조각과 부품들이 
‘연결’되어 어떤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LINKKI›는 여전히 프로토타이핑 
단계에 있으며 이것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 사용자들이 몰입하면서 완성도 있게 
스토리 보드를 만들거나 드로잉 툴을 디자인하는 걸 
관찰한 바 있다. 한편 사용성이나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MIXED UP›과 ‹PINGPONG ROCKING 
CHAIRS› 등의 작업을 보면 일상의 행위와 
미디어를 유희적으로 연결해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을 적용하는 대상이 매우 일상적이고 
아날로그적인 행위인데, 이런 작업에서 미디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의도한 것인가? 실제 
이 작업에 참여한 작가나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나는 우리에게 친근한 사물이나 아이디어에 
나만의 시각을 더해 작업하는 것을 즐긴다 . 일상의 
물건들과 우리가 그 물건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미 
고정관념화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친숙한 
물건들을 볼 때 특별히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알아낸다. 이러한 점이 
관람객이 작업과 소통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고 
그들이 방어막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며, 내가 
더한 새로운 요소에 주목하게 만들어준다. 
한편, 인터랙티브 작업의 경우 관람객들이 그들 
스스로 작업을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길게 관심을 
잡아두기 쉽지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작품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플립북 애니메이션 박스 
‹Flip Stack›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달라. 
‹Flip Stack›은 대형 기계 장치 플립북 세 
개를 쌓아 올린 것이다. 각각의 플립북은 1초, 
24프레임의 기계적인 애니메이션이며 각각을 
움직이는 모터는 관람객들에게 반응하여 작동한다. 
각 애니메이션은 별도의 짧은 이야기들을 갖되 
서로 동조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관람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추가적인 이야기의 층이 형성되어 
독특한 경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지금의 작업이 흥미로운 건, 내가 해온 
작업 대부분 실시간의(real-time) 컴퓨터 

제너레이티드(computer-generated)된 비디오 
프로젝션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없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한편,  이러한 기계적인 플립북은 
많은 기술적인 제약들이 있고, 그 제약  속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또한 미디어 고고학에 관심이 많고, 오래되고 
잊혀진 미디어들과 소위 ‘뉴미디어’라고 불리우는 
것 사이의 공통점에 매우 관심이 많다. 이번 작업은 
영화가 등장하기 이전의(pre-cinema) 움직이는 
영상에 관련한 실험들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리서치 
주제와도 관계가 있다. 

박은영 작가와의 협업은 어땠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작가와 또 다른 작가가 주제 또는 
작업을 통해 연결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사람의 ‘교차점’은 어디인가? 
2년 전 처음 박은영 작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해온 작업과 재미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함께 작업을 
해보자는 얘기는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박은영 작가가 먼저 같이 전시를 해보자고 
제안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전시에는 나는 박은영 
작가의 작업과 연결되고 어느 정도는 박은영 작가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기도 한,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최근 리서치와도 연결된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했다. 나는 최근에 이번 것과 유사하지만 작은 
크기의  플립북으로 소규모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전시의 주제인, 연결, 기계장치들, 
스토리텔링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시간을 갖고 그녀와  조금 더 긴밀한 협업을 하게 
되길 바라고, 이번 전시는 그러기 위한 대화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공동작업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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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활동하며 미디어를 주로 
활용한 작업을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나? 예를 들자면 작업의 
도구로서의 미디어와 주제로서의 미디어가 
가능할텐데 어떤 면에 더 흥미를 느끼나? 
나는 주로 예술과 기술을 교차시키는 인터랙티브 
설치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흥미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탐구하는 것이 미디어 
작가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내 작업은 종종 
재미에 치중하는 듯 보이고  유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 파고들면 찾아낼 수 있는 의미의 
층위들이 있다. 

홈페이지(mansteri.com)에서 본 ‹Taiwanese 
Ethersnake› 작업이 재미있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고 썼다.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후속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줄 수 
있나? 
‹Taiwanese Ethersnake›는 여러가지 로봇으로 
이루어진 애완 로봇 가게를 만드는 전체 작업의 
일부다.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SF 작가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조차 컴퓨터가 인간과 
닮은 지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다. 나는 인공 지능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컴퓨터나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인간과 닮은 특성에 
주목했고, 이 아이디어를 갖고 놀아보고 싶었다.  
예를들어, ‘컴퓨터들도 정신 질환을 앓을까?’,  
‘로봇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이 
설치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며 2016년에 다음 작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