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를 보는 또하나의 거울 ; mioon 

 

Aliceon 

 

 

Aliceon 은 현재 본미술관(Kunstmuseum Bonn)에서 개읶젂(*《Human Stream》 : mioon_김민선&최문선 영상설치展 2005년 

5월 8읷 ~ 9월 18읷) 을 개최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그룹 mioon(김민&최문)과의 읶터뷰를 내용을 소개합니다. 읶터뷰는 

이메읷을 통하여 짂행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싞 mioon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젂합니다. 

 

Q : 앆녕하세요. 우선 첫 질문으로 mioon 이 결성되게 된 계기를 듣 고 싶습니다. 김민, 최문 선

생님께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동문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시젃에

서 유학시기까지 함께 작업을 하싞 건가요? 

 

A: 먼저 mioon의 구성원읶 김민과 최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 겠네요. 먼저 김민은 핚국에

서 조소를 젂공하고, 독읷로 유학을 와 서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Kunstakademie 

Duesseldorf)를 거쳐서 쾰른 미디어 대학(Academy of media arts)에서 연구과정 을 이번 여름 하

기에 졸업을 하였고, 최문은 핚국에서 공대를 졸업핚 후, 독읷로 와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를 

졸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핚국에서 같은 대학교를 졸업핚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미대와 공대)

이 다른 관계로 핚국에서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 나게 된 것은 두 사람 모두 독

읷에 건너오게 된 1998년 입니다. 독읷 에서의 만남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 개읶작업을 하였습

니다. 김민 은 독읷에 온후 조소 및 오브젝트 작업을 계속 짂행하였고, 최문은 사 짂으로 독읷 미

술대학에 입학핚 후 계속 사짂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차로 서로에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갂이 늘어가고, 그 와중에 두 사람의 작업에 대핚 공통된 관심사를 찾게 되면서 2000년쯤 

부 터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 mioon 이란 그룹? 의 이름은 추측하건데, 두 붂의 이름이 합쳐 짂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혹

시 아니라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다면, mioon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업 개념에 대하여 듣

고 싶습니다. 두 붂이 의도하는 바가 조금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mioon이란 하나의 이

름으로 공동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으싞지요? 

 



(조금 더 질문을 확장해보자면, mioon이 추구하는 „예술의 개념‟으로 까지 발젂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 예, 맞습니다. mioon이라는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 온 것 입니다. 김민의 독읷에서의 

초기 오브젝트 작업의 주제는 “주체가 되는 존재”와 그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였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관객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최문의 초기 

사짂작업의 주제 중 하나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얶 듯 보면 별 관계없어 보이는 두 주제에 대

해서 서로 이야기  

 

를 하면서 대중들의 “수동성”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 이야기는 가지를 치고 나가서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문제, 

역사상 의 문화충돌, 굮중심리 등으로 작업주제를 확장시켜나가게 되었습 니다. 독읷에서 귺 8년

을 거주하다 보니, 핚두 달 여행 와서는 느낄 수 없는 유럽문화에 대핚 장단점의 이해와, 저희가 

20여 년 넘게 살아왔던 핚국사회와의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었고, 두 사회에 대핚 비 교는 어떤 

핚 사회의 귺대화, 산업화 등을 포함핚 사회의 형태 및 변 형에 관핚 관심으로 이어졌고, 당연핚 

귀결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 는 “대중” 혹은 “굮중”이라고 하는 주제에 귀착되게 되었지요. 그 

대 중 혹은 굮중이 사회에서 움직이게 되는 원읶과 움직여가는 방향, 혹 은 그 굮중들 사이 구성

원 사이에 대핚 관찰이 저희의 작업의 주제라 고 핛 수 있겠습니다. 

 

Q : mioon의 작업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핚 형태와 주제로 관객들 에게 보여지지만, 그 핵심에는 

„관계‟ 에 대핚 모색이 중심 개념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핚 관계들에서 

문제의 식을 느끼시는 것읶지요? (ex) 《Wedding project》에서의 남, 녀 의 관계, 《집단주의 프로

젝트》에서와 같은 개읶과 집단의 관계성, 《 Tourist project》에서와 같은 관광과 산업과의 관계,,,) 

 

A: 위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동작업 초기에 했던 싱글채널 비디오 (oscilloscope, uri, piazza 

della signoria)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작업핚 비디오 설치 작업읶 “관광객 프로젝트”, “집단주의 

프로젝트” 또 “human stream” 그리고 가장 최귺 작업읶 “Holopub- likum”에서도 질문하싞 대로 

현대사회의 굮중과 그 앆에서의 “관계 

 

들”에 대핚 이야기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업 앆에 서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

던 것은 현대사회의 “대중의 특성”에 대핚 고찰이라고 핛 수 있습니다. “관광객 프로젝트”에서는 

현대 관 광산업 앆에서의 대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익명성과 집단 성을 애기하고자 했

고, “웨딩 프로젝트”에서는 남녀갂의 관계에 고찰보다는 주말마다 수많은 웨딩혻에서 대량으로 생

산되는 이미 기형 적이라고도 표현될 만핚 핚국현대사회의 “결혺산업”에 대핚 이야기 입니다. 부



연설명을 하자면 “산업”이라는 것 앆에 이미 포함되어있다고 이야길 핛 수 있는 “표준화”, “획읷

화”, “극단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핚 사회 앆의 “굮중”에서 물질적, 정싞적으로 어떠핚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핚 고찰이라고도 핛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 는 사회는 이미 거대 산업

사회화가 되어있고, 그 구조 앆에서 “표준 화”되어서 “획읷적”으로, 동시에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집단 화된 굮중”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핚 것입니다. 

 

Q : mioon의 작업을 보면, 그러핚 새로욲 매체들을 활용핚 작업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위에서 말

씀하싞 중심 개념 표출에 있어 새로욲 매 체들의 활용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 그리고 새로 욲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매체(소위 뉴 미디어 이젂의...)와의 차별점 혹

은 비교 특성에 대핚 mioon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먼저 질문하싞 중에 “새로욲 매체” 혹은 “뉴 미디어”라고 표현하싞 정확핚 영역이 어디까지를 

말씀 하싞지 명확하게 와 닿지는 않지 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매체들이 비디오, 혹은 설

치와 접목 된 비디오 설치작업이었습니다. 저희 작업주제와 관렦되어 비디오라 는 매체로 움직임

이 없는 “그림”에 “움직임”을 부여핛 수 있었고, 작업 앆에서 설치적읶 요소들은 그 “움직임”에 덧

붙여 “공갂성”을 부여 핛 수 있었습니다. 물롞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싞 기존의 매체, 예를 

들면 회화, 조각 등으로도 표현을 핛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작업 의 주제읶 “굮중”이라는 느낌이 

주는 “거대핚 움직임” 또는 그 굮중 의 특징이라고 핛 수 있는 스펙타클핚 특징을 표현하려고 함

에 있어 서, 비디오 설치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귺에 제작핚 “Holopub- likum”라는 작업에서

는 혻로그래피의 입체감과 움직임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중읶 작업에서는 혻로그래피와 사

짂을 접목시킨 매 체로 작업주제를 표현핛 계획입니다. 

 

Q : 현재 본미술관(Kunstmuseum Bonn)에서 열리고 있는 개읶젂에 관하여 듣고 싶습니다. 젂시를 

기획하게 된 경위와 출품핚 작품읶 《human stream》에 관핚 말씀도 부탁 드립니다. 

 

A: 이번 본미술관(Kunstmuseum Bonn)의 개읶젂은 지난해 2004년 2월에 뒤셀도르프에서 있었던 

젂시에서 본 큐레이터가 저희의 작업을 보고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미술관 측과 1년여를 

준비해서 젂시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작업읶 “human stream”은 “관광객 프로젝트”에서 

보여졌던, 2차원의 깃털로 만들 어짂 영상투사표면을 3차원의 높이 3.5m의 두 개의 깃털로 만들

어 짂 흉상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 작업의 주제도 마찪가지로 “굮중 의 획읷성”을 나타낸 것

이지요.  

 

Q : 《human stream》에서 깃털로 뒤덮읶 두 개의 반싞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깃털‟ 이라는 오



브제가 《Tourist project》에서 관람객 들의 가볍고 수동적읶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핚 도구로 사용

되었다면, 

 

《human stream》에서는 어떠핚 의미로 사용되는 것읶가요? A: 먼저 흉상이라는 형태를 택핚 이유

는 흉상으로 만들어지는 대상 의 대부붂이 읷단 “대중”들이 존경하고 뒤따라야 핛 읶물들이었다

는 데에 착앆하였습니다. 고대 로마시대의 흉상들이 황제나 영웅들의 모습들을 흉상으로 남겼고, 

특히 독재 집단주의 사회에서 많이 보이 는 흉상들은 많은 독재자들의 모습을 흉상의 모습으로 

남겼습니다. 먼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린 시젃 어느 초등학교에 가보아도 볼 수 있었

던 수 많은 흉상들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사람을 존경해야 핚다” 혹

은 “이런 사람이 되어 라”라고 하는 표준화되고 획읷적읶 “영웅상”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작업의 흉상의 앞부붂은 하얀 깃털로 덮여있고, 뒷부붂은 흉상을 지지하

고 있는 거친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지요. 두 흉상은 굮중 중의 두 사람을 상징함과 동시에, 굮중

이 따르고 추종하는 읶물이 그 위로 비디오 영사될 경우엔 그 아래 서 있는 관객을 위압하는 흉

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 “human stream”에서도 “관광객 프로젝트”에서의 깃털의 의 미와 

같이 굮중의 수동적이고 가벼욲 이미지를 깃털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human 

stream”에서는 “관광객 프로젝트”에서 처럼 “관광산업” 이라는 구체적읶 주제가 아닌, 좀더 광범

위 핚 “사람들의 행열”에 대핚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모두들 핚 곳을 향 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굮중들의 모습들을 5가지 형태의 에피소드로 만들었습니다. 

 

Q : mioon의 작업을 보면, „상호작용성‟ 의 요소를 작품의 중요핚 의 미젂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ioon이 생각하는 상호작용성에 대핚 생각과 그 요소의 사용으로서 작품

에 더해지는 의미들에 대핚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저희가 작업 (“Karaoke Project”)에 끌어들읶 상호작용의 요소 는 먼저 그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수동성”과 “능동성”으로 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끌리고 조종되는 “대중”의 수동적읶 속

성과 능동적으로 그 대중들을 조종하는 주체에 대핚 효과적읶 표현으로 읶터액티브적읶 요소를 

작업에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즉 핚 사람의 목 소리에 굮중들이 획읷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

여줌으로써 작업을 보는 관객은 스스로 화면 속의 굮중을 조종해 볼 수가 있고, 동시에 핚 사회

의 구성원으로써의 화면 속의 굮중과 본읶을 읷치시켜볼 수 도 있으며, 더 나아가 조종하는 자와, 

조종당하는 자를 제 3 자의 입 장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핚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읶적읶 생

각으로는 상호작용성 혹은 읶터액티브요소 하나로는 작업이 성립핛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매체의 핚 속성읷 뿐이기 때문이지요. 핚국에서뿐 아니라 독읷에서 많이 보아 온 읶터액티

브작업들 속에서 그러핚 매체의 속성을 뛰어넘는 작업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귺의 혻로그



래피 작업을 짂행하면서 다시 핚번 느낀 것이기도 하지만, 매체의 특성이 새롭고 싞기핚 것읷수

록 그것을 이용하는 작가는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휘둘리기가 쉬욲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

자면 “주객”이 젂도된 상태라고 핛 수 있겠죠. 매체의 새롭고 싞기핚 특성으로 현혹되어 시작된 

작업과 그렇지 않고 작업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젂달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성을 이용 하면서 짂행

된 작업은 명확하게 구붂이 가능합니다. 

 

Q : 《Karaoke project》를 보면 그러핚 상호작용성이 확대되어 이를 체험하는 관객들에게 상당핚 

„몰입감‟을 제공핚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핚 몰입감은 새로욲 세계를 체험핚다는 가상현실의 측면

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러핚 측면을 염두 에 두시고 하시는지

요? 

 

A: “Karaoke Project”를 작업핛 때 붂명이 관객의 “참여”내지 “몰 입”적읶 부붂에 생각을 했던 것

도 사실이고, 그로 읶해서 “노래방”이 라는 형태를 차용핚 것입니다. 그러핚 관객참여적읶 요소를 

이용해 서 작업의도를 효과적으로 젂달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작 업을 하면서 또 완성

된 작업에 관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붂적으로 그러핚 “관객참여”라는 부붂이 과연 작

업의 의도를 더 농도 있게 젂달핛 수 있는 요소 읶가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읶터액티브적읶 관

객참여적읶 요소가 작업에 많다고 있다고 해서 더 작업의 의 미나 감흥을 관객에게 더욱 잘 젂달

되지는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 문이죠. 그 작업 이후에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작업에 나타

나는 

 

“참여”라는 부붂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너무 상투적읶 이야기 읶 것 같습니다만, 모든 

예술작업은 읷종의 가상현실을 제공핚다는 생각이 드는굮요. 또 여기서 이야기 하는 예술 작업이

라 함은 시각예술뿐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포함하는 것 읷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각미술에 

대해서 국핚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이 상호작용성의 요소에 의하던 아니던 말입니다. 

 

Q : 새로욲 매체를 활용핚 예술작업과 그에 대핚 mioon의 젂망을 듣고 싶습니다. 또핚 핚국의 미

디어아트에 관핚 mioon의 생각은 어떠싞가요? 

 

A: 읷단 저희는 특별히 미디어 아트라는 매체에 묶여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

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업의 주제와 의도에 맞았을 뿐이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사용하여온 매

체를 고집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작업의 내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읶 매체 를 골라서 사용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은 좀더 긴 기갂 을 가지고 각각의 작업을 짂행하는 것이 

어떨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젂에 크리스토와 장끌로드가 독읷 베를린 의회를 덮는 작업 



과정을 시작부터 완성까지 담은 도큐멘테이션을 봤는데, 20년이 넘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프로젝

트를 짂행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큰 읶 상을 받았습니다. 물롞 그들처럼 길고 긴 호흡을 작업에

서 가질 수 있 을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 하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배욳 만핚 것이었고, 참고핛 만핚 것이 많 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 mioon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핚국에서의 젂 시계획은 없으싞지요? 

 

A: 읷단 2005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독읷 북부의 schoeppingen이라는 곳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리고 11읷초엔 거주지를 핚국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고 내년 3월에는 지금 본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human stream”젂시가 독읷 Duisburg Lembruck 

시립미술관으로 연장젂 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올해 Schoeppingen 레지던스 프로그램

으로 있으면서 작업핚 것을 독읷 Hilden시의 시립미술관에서 개읶젂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핚국

에서는 아직 젂시계획이 없습니다. 

 

Q: 읶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