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ss-specific 1
Open Studio; 2010. 5.29(Sat) 10am → 7pm
Yonggeun Kim / 김용근
Research Presentation / 연구발표; 2010. 5. 29 5:30pm

Kwanho Yuh / 유관호
Carving chairs / 돌의자 만들기; 2010. 4.27 → 5. 7 tue/wed/fri 화/수/금 3pm → 6pm
Photographing seeds* / 돌의자와 씨앗촬영; 2010. 5.29 → 6.12 tue/wed/fri 화/수/금 3pm → 6pm

*한 톨 이상의 어떤 씨앗이라도 기부하시면, 같이 촬영됩니다.
* please donate an any seed at least, then you can be taken a picture with it.

214-394 sangdo dongjak seoul 156-842 korea    +82.813.9369  info@mass.or.kr

About MASS
Since 2005, space MASS has incubated arts and related researches in terms of culture 
and technology. As an idea-virus, we are trying to spread new thoughts and arts on the on-
site space. In 2010, we newly opened residency space in sangdo-dong, and invited one 
artist and one researcher living and working in MASS for 6 months and 12 months each. 
[www.mass.or.kr]

MASS에 대하여
2005년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작된 스페이스 매스는 문화와 테크놀로지를 화두로 하는 예술
과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바이러스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 공간을 기반
으로 하는 새로운 생각과 예술작업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새롭게 
문을 연 상도동의 레지던시 공간에 한 명의 작가와 한 명의 연구자가 각각 6개월, 12개월 동
안 살며, 작업하며,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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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호
씨앗 
하노버 기반 작가로서 사진, 조각, 설치 작업
독일 하노버 대학교 석사

매스에 거주하는 동안 처음으로 할 일이 
씨를 주고받는 만남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돌 의자를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다.  모든 상도동 사람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유도해보고 싶다. 편
리함에 익숙해져 모든 작업이 컴퓨터를 이
용하여 기계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퇴보
해 가는 우리의 감각을 조금이라도 감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생각한 해프닝이다. 나의 
작업은 상도동이라는 지역에 매스라는 공
간을 통하여 문화라는 씨를 하나 심어 놓
고 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김용근
일탈하는 기계들   
서울 기반 연구자로서 매체미학 연구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수료

자동화된 기계에 대한 상상은 기계의 역사
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 그 대부분은 더 빠
른 계산과 더 강한 힘, 즉 더 높은 효율성을 
지향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기계의 역사에
는 효율성의 궤도로부터 벗어난 기계들 또
한 존재한다. 나는 이처럼 효율성의 지향에
서 벗어난 기계들과 그 환영이 미적 대상 
(예술작품) 으로서의 컴퓨터들의 도래 (미
디어아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일탈을 통해 효율
적 도구에 대한 지향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현재의 컴퓨터를 다른 설정과 상정, 상황에 
위치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
이다. 

Artist, Kwanho Yuh
Seed Bank  
Hanover-based artist in photography, sculpture, 
installation
M.F.A. FH Hanover, Germany

The focus of Seed Bank is a stone bench, 
carved by  me and visitors in the space 
MASS at Sangdo-dong. And then invite 
visitors to find and donate seeds. Each 
seed is photographed in the hand of the 
donor, put in a plastic bag, which is then 
signed by me, the artist and given back. I 
keep each photograph as a record of the 
meeting. Each aspect of the idea; the 
bench, the donor, the seed and the 
photograph, combine to realize the 
artwork.

Researcher, Yonggeun Kim
Delinquent Machines  
Seoul-based researcher in media aesthetics
Ph.D. candidate, Dept. of Media,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The imaginary machines with autonomy 
have been continued throughout the 
history of machines. Most of them were 
produced for the higher efficiency; the 
faster calculations and the stronger 
physical ability. But some of them were 
not, and even delinquent. And I want to 
assert that the apparition of derailed 
delinquent machines exemplifies the 
advert of computing machinery as an 
aesthetic object. Because the derailment 
from the lineage of efficient tool by its 
delinquency leaves the door open for 
situating the computing machinery in the 
different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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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관악08으로 환승
Transfer to bus, green 08

경향렉스빌 영도교회 앞에서 하차
Get off at

Kyounghyang Rexville apt.,
Youngdo Church

상도역 2번 출구
Sangdo station, exit 2

2

영도교회
Youngdo Church

지덕사
Jiduksa

지하철 7호선 상도역
Sangdo Station, Line 7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Soongsil Univ. Station, Lin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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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14-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