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상 

신이피 

신이피는 집단의 규칙 속에서 발견되는 개별 구성원들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작가는 스스로의 작업을 '실험실
’
로 표방하며 

과학자의 전지적 시점을 모티브로 대상을 관찰하고 이를 영상을 기반으로 한 

작업을 등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신이피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이상과 실태를 

변화하는 생태에 적응하지 못한 새들에 비유하여 나타낸 〈죽은 산의 냉철한 새 

#01 〉(2019)를 선보인다. 영상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시선으로 전체 풍경을 

내려다보는 조감도와 같이 높은 고도에서 해당 지역을 조망하는 카메라의 앵글로 

시작되며,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의 새 박제 표본을 근접 촬영한 장면을 번갈아 

가며 보여준다. 도시와 생태에 대한 시선을 다룬 트릴로지 시리즈 중 두 번째 

영상 〈죽은 산의 냉철한 새 #02〉(2020)는 행정명령으로 도살된 돼지들의 예비 

살처분 기준과 살처분 매립지에 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작업이다. 화면에 

느린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텍스트는 추상적인 표현의 시적 내러티브가 

주를 이룬다. 작가의 지난 작업들에서도 보여졌던 이러한 영상 화법에서 

서술의 주체는 젠더, 외모, 직업 등에서 벗어난 외부 시각을 유지하는 실험실의 

주인이자 관찰자
’
로, 작가의 존재가 투영된 가상의 화자로 기능한다.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돼지뼈와 잔해는 실제 살처분 매립지에서 발굴된 것으로, 

영상과 함께 전시장에 설치된다. 또 다른 싱글채널 영상 〈휘앙 새〉(2020)는 

대전 낭월동 유해 발굴 현장에 대한 리서치에 기반을 둔 작업으로, 국가의 보호 

기능이 공권력에 의해 박탈당하고 민간인 학살로까지 이어진 역사적 사건을 
’
휘앙 새(Fiance)

’

라는 신뢰의 관계에 비유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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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Prize 

Ifie Sin 

Ifie Sin visualizes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s living in 
the rules of a group from a micro-perspective. She refers to her 
works as 'laboratory,' and takes an omniscient viewpoint of a 
scientist while observing subjects in video-based works. In this 
exhibition, Sin presents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 #01 
(2019), which compares the ideal and reality of Gimpo Hangang 
new city to the birds maladjusted to ecological changes.The 
video starts with a bird-eye's view of the town, alternating with 
the close-ups of a bird's stuffed specimen in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The second video of the trilogy, 
A cold bird on the dead mountain #02 (2020) is based on the 
research about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pig-slaughtering 
and landfills for the slaughtered.Texts slowly appeared and 
disappeared on the screen are mainly composed of abstract, 
poetic narratives. In this narrative, which is the constant method 
of the artist, the narrator serves as an observer in a laboratory 
free of gender, appearance, and occupation, as well as a virtual 
speaker reflecting the artist's self. At the latter part of the video 
appear the pig bones and debris excavated from the actual 
landfills, which are displayed in the exhibition with other video 
works. Fiance (2020), another single channel video, unfolds 
her research on the excavation of remains in Nangwol-dong, 
Daejeon. Compared with the trusting relationship of 'Fiance', 
it captures the historic event where the governmental power 
deprived the duty of the nation to protect citizen, and even led 
to the civilian mass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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