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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ious Cloud ]

1. 디자이너 mischer'traxler 에 의해 만들어진 호기심의 구름 입니다. 

런던 디자인 페스티발에서  가장 흥미로운 설치물입니다 .

노퍽 뮤직 룸 (Norfolk Music Room) 의 바로크 천장에 매달려있는 정교한 Lobmeyr 유리 

잔 에 갇히면서 , 270 개의 개별적으로 제조 된 기계화 된 곤충 - 일부 발견 된 종들이 멸

종 되었습니다. 방문자가 방을 비울 때 곤충들이 휴식을 취할 때 소리와 불빛이 점차 희미 

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룹이 들어 서면 그 자리가 살아납니다. 근접한 검체는 그들을 자

유롭게하기 위해 유리 투쟁에 휩싸인 실제 곤충과 마찬가지로 오버 드라이브로 보냅니다. 

소리와 불빛의 불협 화음은 방 안에있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그리고 각 전구 안에 무엇이 

있는지보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흐릅니다.

이 작품은 디자이너와 샴페인 하우스의 두 번째 협력 관계를 상징합니다. 아르누보 예술가 

에밀 갈레 (Emile Gallé)가 독특한 말미잘 껍질로 덮인 벨 에포크 병을 디자인했을 때 1902 

년 예술의 후원이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Mischer'traxler는 2009 년 비엔나 (Vienna)에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유용하고 아름답지

만 개념적으로 엄격하고 사용자가 생각하도록 설계된 객체를 만들기위한 명성을 꾸준히 구

축합니다. 그들의 작품은 자연과 인공의 상호 작용과 같은 일시성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지

만, 소박함과 즐거움은 소외되지 않습니다..

'둘 다 매우 대화 형이며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좋은면에서 

좋든 좋든간에 가질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각은 아름답게해야했지만 약간 

우울했다. 박물관은 유리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볼 수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보존하고 있지만, 

또한 둘러 싸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전과 투옥 사이의 긴장을 좋아합니다. 자연과 부 

자연스러운 사이. ‘



2. 설치는 25 종의 곤충을 특징으로하며, 이중벽은 방의 뒷벽에있는 표본 케이스에 표시됩

니다. 이들 중 일부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 꿀벌, 무당 벌레 및 일반 집 파리 - 일부는 비판

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미 멸종 된 상태입니다. 

 작은 바디의 공기 역학을 완벽하게하고 유리에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임을 확인하기 

위해 스케치, 제작 및 재구성을 통해 제조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종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복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표본을 디자인 

할 때 시조가 된 독일 화가이자 생물 학자 인 Ernst Haeckel 의 스케치에서 영감 을 얻은 

카테리나는 말한다.

헨켈은 세기의 전환기에 수 백 종의 새로운 동식물을 발견하고 주석을 달아 주면서 아르누

보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주었습니다. 그는 아르누보 예술가들에게 우아한 영감을주었습니

다. 그들은 유기적 인 모양을 금속, 나무 및 유리의 혁신적인 형태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곧 자연을 시도하고 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화했습니다. 곤충을 해부학 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곤

충을 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

3. 곤충이 붙어있는 작은 모터, 눈에 보이지 않는 LED가 켜지고 적외선 센서가 작동하면서 

누군가가 접근하면 움직입니다. Traxler는 "그들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우리에 의

해 프로그래밍 된 완전히 인공적인 구조입니다. 기술 대 자연, 공예 대 제조. '호기심의 구름

'은 우리 시대의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임명의 만드는 포함 된 절묘한 기술은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그 자체로 뻗는다. 규모의 한

쪽 끝에 수공예품이 있습니다. 곤충을 만들기 위해 수반되는 육체 노동 - '시행 착오의 과정

이었다. 우리는 금속에서 종이까지 다양한 재료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20 개의 다른 

종류의 문자열을 테스트하여 어느 것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인쇄 

된 호일, 접착제로되어 있으며 손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

각 전구는 24 쌍의 공정을 통과하게됩니다. 제 3 세대 메탈 스피너 Seidl Wilhelm의 작은 

워크샵에서 각 선박의 맞춤형 알루미늄 고정 장치가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Comes Alive ]

자연은 운동량과 본능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달팽이가 가볍게 만질 때나 야생 동물에게 

접근 할 때 모든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달팽이는 즉시 뒤로 물러나고 생물은 도망칩니다. 우

리는 자연에 반응하고 자연은 상대방의 존재를 증명하는 지속적인 대화에서 우리에게 반응

합니다. 멀리서 자연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종을 관찰하고 활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잠

깐의 순간, 그리고 손댈 수없는 친밀감은 에페 메라 설치의 핵심입니다. 

설치는 큰 오크 테이블과 두 개의 거울로 구성됩니다. 먼 거리에서 관찰 된 조각들의 꽃 장

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물은 자신의 부드러운 안무를 따라 성장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까워지면 식물과 곤충이 사라집니다. 

선택된 종은 멸종되었거나, 널리 퍼져 있거나 새로 발견 된 기존 종에 근거합니다. 

거울은 벽에서 매달려있다. 멀리서 볼 때 꽃이 유리를 가로 지르며 나무 프레임에서 위로 

나오고 심지어는 실내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된 식물 형태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박물관과 같은 환

경에서 목재 프레임의 기본 정보와 함께 한 가지 예가 제시됩니다. 

[ 인터렉티브아트에서의 기술 및 나의 생각 ]

예술이 표현을 위한 수단과 재료로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반면, 예술은 과학기술에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거나 과학적 발견의 동기를 부여했다. 큐비즘(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들

을 한 면에 중첩해 그리는 기법)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빛의 해석에 대한 화가들의 호기심과 탐구정신은 광학의 발전을 이끌었으

며 광학과 색채 이론의 발달은 인상주의 예술을 잉태했다. 또한 인간 시각 인식의 불완전성

을 탐구했던 네델란드 출신 화가 에셔의 그림들은 뇌의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에 동기를 부

여했다.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단방향(one-way)이었다. 즉, 정보는 예술가로부터 수동

적인 관객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참여자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예술 활동에서는 컴퓨터, 즉 기

술의 역할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객의 행동이 예술작품에 영향을 줘 예술작품

을 변화시키게 된다. 기술의 도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기존의 미디어는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인터랙티브 아트는 관객의 취향에 따라 예술 행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원

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꿔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관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켜서 작품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은 또 한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IT 이외에, 새로운 기

술들이 등장하고 인간의 삶은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표현의 재료와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예술작품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