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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과학의 융합

P L E N U M
(플레넘 : 물질로 가득찬 공간)
- 주독일 한국문화원 주최 김윤철 작가 개인전 -

주독일 한국문화원(원장 권세훈)이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문화원
내 갤러리 <담담>에서 김윤철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 플레넘은
전자 음악 작곡가이자 한국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프로그램 독립연구단 매
터리얼리티(Mattereality)의 연구책임자인 김윤철 작가가 진행하는 전시로
갤러리 담담에서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은 전시 장르인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독특한 전시가 될 것이다.
베를린 예술관련 중요 행사인 베를린 아트 위크(Berlin Art Week) 기간에
진행될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신작이 공개 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 김
윤철 작가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며 전시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가
와의 대화 시간이 계획되어 있다. 개막식은 9월 7일(목) 오후 7시에 개최된다.
물질세계(material world)가 아닌 물질의 세계(world of materials)
김윤철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스위스에 위치한 세계적 과학연구기관인 유럽입자
물리연구소(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CERN)에서 과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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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콜라이드

국제상(COLLIDE

International Award)의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왕성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작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력과 마치 과학자의 실험실을 연상시키
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예술 재료라고는 믿기 힘든 물질로 작
품을 만들어낸다. 그는 직접 고안해낸 기계장치들을 통해 육안으로는 보기
어려운 입자들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낸다. 또한 작가는 작품 활동을 통
해 인간중심적인 사상과 언어적 상징들로부터 사로잡혀있는 우리의 생각 방식
을 뒤집으려하며 순수한 물질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치와 용도, 개념과 의미 그리고 표상과 상징으로 구성되는 물질세계로부
터 질료와 그것의 실재로의 물성이 얽혀있는 물질들의 세계로의 진입을 시
도하는 김윤철 작가는 이번 전시 플레넘에서 물질로 가득 찬 데카르트의
공간을 보여줄 예정이다.
작가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담긴 전시
권세훈 원장은“과학자와 예술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언어의 간극을 극복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윤철 작가의 실험과 도전이 담긴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과학과 예술의 언어 체계와 세계관을
경험 하고 물질 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 작가소개 : 김윤철
작가이자 전자 음악 작곡가로 현재 베를린과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최근작은 유체역학의 예술적 잠재성과 메타 물질(포토닉 크리스탈),
전자 유체 역학의 맥락에 집중되어 있다. 작품은 VIDA 15.0(스페인), Ernst
Schering Foundation(독일), 국제 뉴미디어아트 트리엔날레(중국), Ars Electronica
(오스트리아), Transmediale(독일), New York Digital Salon(미국), Electrohype
(스웨덴), Medialab Madrid(스페인)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노르웨이의 발란트
예술학교, 독일 바이마르의 바우하우스 대학, 독일 슈트트가르트의 메르츠
아카데미 등 유럽의 주요 대학에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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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프로젝트 그룹 Fluid Skies의 멤버이자, 비엔나응용미술대학의 예술연구
프로젝트: Liquid Things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고등과학원 초학
제연구프로그램 독립연구단 매터리얼리티(Mattereality)의 연구책임자이다.
□ 행사정보
ㅇ 행사명 : 김윤철 개인전 <Plenum>
ㅇ 전시기간 : 2017.9.7. ~ 2017.10.14.
ㅇ 개막식 : 2017.9.7.(목), 오후 7시
ㅇ 작가와의 대담 : 2017.9.8.(금), 오후 7시
ㅇ 장소 : 주독일한국문화원 갤러리 <담담>
ㅇ 주소 :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ㅇ 입장료 : 무료
붙임 1. 작품 사진
붙임 2. 전시회 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독일한국문화원 큐레이터 정가희(☎ +49-30-26952-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Effulge
·
Year: 2012-2014
·
Size: 500 x 300 cm (dimensions variable)
·
Material: Acrylic, glass, aluminum, photonic crystal, neodymium magnet,
motor, micro controller, electromagenticfield generator, air pump, muon
detector

Whiteout
·
Year : 2014
·
Size : dimensions variable
·
Materials : Hydrogel, glass, polyvinyl ac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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