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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면서, 동양과 서양은 유라시아 한복판의 역동적인
구심력을 통해 더욱더 통합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을 오가는 정치적, 경제적 물자 이동과 교류를 통해 현재
유라시아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감소되고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조명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Legal Counsel
Kathleen Eunsun Kim

어시스턴트 연구원

그래픽 디자이너

최나욱

홍은주 김형재 (유연주 도움)

알고리즘 아티스트

법률자문

강신대

캐슬린 김

디바라이트

이은희

전시 디자인 컨설턴트
장유진
연구 컨설턴트

황소인

Associate Director of Exhibition
Joonmo Chung

This chapter will visualize how materials, products
and labor move through the infrastructures
that network the continent as one, such as
the Old Silk Roads, New Silk Roads and other
transcontinental routes of Eurasia. With the rise of
movements across the continent today, the East
and the West would further integrate through the
internalizing dynamics at the center of Eur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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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ING NEW EURASI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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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ing the transformative history of
territories in Eurasia, this chapter will illustrate the
ephemeral condition of land-based identity and
culture. Included will be a map-based dynamic
visualization of migrations of territories in which
different states, languages and ethnicities have
historically moved across the continent. Special
focus will be on the contemporary border cities
and towns that continue to challenge the stasis
of territories, furthering the integrative quality of
the border beyond its divisional 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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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마지막 장에서는 역사상 끊임없이 변화해온
유라시아 영토를 반추하며, 땅의 구획으로 형성된 문화나
정체성이 지극히 현상적임을 나타낼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국가와 민족, 언어 등은 유라시아 전역으로
거듭 이동해왔다. 이번 장에서는 그 결과로 나타난 영토의
변화를 지도상에서 역동적으로 시각화한 작품이 소개될
것이다. 영토의 불변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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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도시와 마을들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분리를 뛰어넘어
통합을 지향하는 국경 지역의 특성을 부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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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Entrance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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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원 복합3관

IMAGINING
NEW EURASIA PROJECT
For centuries, Asia and Europe were thought
to be separate and distinct. But where
exactly is the physical demarcation between
them? Is it the Ural Mountains or Caucasus
Mountains? Or do the linked bodies of water
from the Sea of Marmara, Black Sea, and
Caspian Sea to the Ural River separate Asia
from Europe? The exact line of physical
demarc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is
still disputed and remains inconclusive. The
division of Eurasia is merely of a cultural
construct, and history confirms this. Rather
than defined by its supposed division, the
horizontality of the Eurasian landmass has
allowed various inventions, religions and
languages to spread to the far reaches
of East and West. Old Silk Roads, New
Silk Roads, and the like are proof that the
geography of the continent is a unifying
force. Eurasia is a single continent, not only
by its physical attributes, but also by its
shared history.

Today, Eurasia is once again becoming
one. Besides the Trans-Siberian Railways,
now the New Eurasian Land Bridge
connects Lianyungang with Rotterdam to
allow shipments of materials from China to
Europe. There are more proposals for new
railroads and highways between China,
India and Southeast Asia, while Russia
has even proposed tunnels and bridges
across the Bering Strait to North America.
Furthermore, there are also many newly
built and proposed oil and gas pipelines
that will remake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 land of connections and
exchanges, as they were during the Old
Silk Roads era and beyond. Imagining New
Eurasia is a multi-year project to research
and visualize the historical precedents
and contemporary reconstructions of the
continent as a union of Europe and Asia.
The project imagines new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and a renewed identity for
Eurasia. Through a narrative sequence of
three distinctive chapters, each with different
subjects, Imagining New Eurasia Project will
present the importance of cities, networks
and territories. In so doing, the project
envisions how the movements of commerce,
migrations and cultural exchanges could
bring about an age of balance, where greater
relations and understandings between
different societies could help avoid clashes of
civilizations. Central to this project is the New
Eurasian Pavilion that will house panoramic
projections of visualizations, accompanied
by participatory exhibitions, publications and
workshops.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
지난 수 세기 동안, 아시아와 유럽은 서로 분리된

오늘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유라시아는 다시

별개의 대륙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아시아와

하나로 융합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시베리아

유럽을 분리하는 확실한 기준선은 어디에 있을까?

횡단철도는 물론, 개통된 지 10여 년 된 새로운

우랄산맥인가, 코카서스산맥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유라시아 대륙교도 롄윈강과 로테르담을 연결하면서

마르마라 해, 흑해, 카스피 해 혹은 우랄 강인가?

중국 – 유럽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정확한 물리적

이에 더해 중국 – 인도 – 동남아시아를 잇는 철도를

기준점은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제안도 잇따랐으며, 러시아는 베링 해와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분히 문화적 개념이며,

북미를 직통하는 해저 터널과 다리 건설까지 구상

이를 구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완공 되었거나 구상 중인

역사적으로도 입증된다. 유라시아는 이른바 ‘분리’에

송유관 및 가스관들 덕분에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구 실크로드와 신 실크로드

오래 전 구 실크로드 시대부터 그러했듯이 유럽과

같은 연결로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지리적 여건이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기에 매우 적합했다는 것을

또한 물자 및 문물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의 역할을

보여준다. 유라시아는 물리적으로 하나로 이어져

하고 있다.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3년에

있을 뿐 아니라, 공유하는 역사를 보더라도 단일한

걸쳐 진행될 전시 프로젝트로, 유럽과 아시아가

대륙이다.

융합된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적 선례와 현대적
재건을 연구하고 시각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관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정체성 구축하고자 한다.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도시’,
‘네트워크’, ‘영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자와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이질적인

CHAPTER 1

첫 번째 장

HERE, THERE, AND
EVERYWHERE:
EURASIAN CITIES

이곳, 저곳, 모든 곳:
유라시아의 도시

The inaugural exhibition of the Imagining New
Eurasia Project looks at the cultural terrain of
Eurasia through the localized lens of different
“cities.” The intention is to visualize the
structures of cultural transitions, exchanges,
and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places.
Primarily consisting of three parts, “Atlas of
a New Geography,” “City Mix,” and “Urban
Poetry,” the exhibition seeks to animate
a new way of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here, there, and everywhere of
Eurasia.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장인 ‹이곳,
저곳, 모든 곳: 유라시아의 도시›는 유라시아 영토를
‘도시’라는 지역적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유럽과 아시아에 거친 여러 장소 간의 문화
전이, 교류, 상호작용 등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실험한 장이다. ‹새로운 대륙의 아틀라스›, ‹혼성
도시›, ‹도시의 시(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유라시아의 이곳, 저곳, 모든 곳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한다.

EXHIBITORS
Migle Adzgauskaite, Inger Alfnes, Art
Laboratory Group, Eskild Beck, Giovanni
Bellotti, Ishan Biswas, Vadim Bondero,
Claudia Borgna, Antoniotti Maleyrat Jean
Bruno, Jun Hong Cheong, Zohre Sarlak
Chivaie, Yongsu Choung, Thomas C.
Chung, Wenling Chung, Ngheim Trong
Cuong, Christopher Thomas Delaney,
Daniel Nicolae Djamo, David John
Goldenberg, Wenbo Gong, Shamsul
Ul Hadi, Conny Haecker, Noa Haim,
Genevieve F.E.J.M. Van Helden, Andrew
George Holder, Ibi Ibrahim, Junichiro
Iwase, Prapat Jiwarangsan, Vivienne Hye
Jung Jung, Andromahi Kefalos, Jane Jin

Kaisen, Hyeran Kim, TaeGeun Kim, Alaattin
Kirazci, Ralph Peter Klewitz, Gayeon Kim,
Jaebum Kim, Vitaly Komar, Anis Kurniasih,
Pierre Labat, Jimenez Lai, Cristina
LaRocca, Felicia Amdrup Laugesen,
Eunkyung Lee, Wolfgang Lehrner, Thais
Lenkiewicz, Fei Li, Matteo Locci, Cristiano
Luchetti, Atteqa Malik, Sheeba Summi
Mol, Takeshi Moro, Jeanette Hedwig
Mueller, Nooshin Naghdi, Mary Nash,
Ingo Niermann, Marie Niimura, Dimitris
Ntokos, Eu Jin Ong, Chanbae Park, Nestor
Azevedo Pestana, Philip Liudmiloff Popoff,
Jelena Prokopljevic, Arya Sukapura Putra,
Sergio Racanati, Red Pig Flower, Kathleen

Reichelt, Kathy Rose, Hajar Satari, Lior
Shamriz, Hyo Jin Shin, Nitin Shroff,
Vladimir Smokov, Baukje Spaltro, Jeremiah
Douglas Stroud, The Synchroniser,
Melisa Morados Tadeo, Jeff J Vandeberg,
Marko Vojnic, Shinya Watanabe, Andy
Wild, Taahereh Yazdanjoo, Rachel Wolfe,
Dongwoo Yim, Nari Yim, Shimul Khalequz
Zaman

HERE, THERE, and EVERYWHERE: EURASIAN CITIES
ATLAS OF A NEW GEOGRAPHY

새로운 대륙의 아틀라스

CITY MIX

혼성 도시

URBAN POETRY

도시의 시

The first part is an exhibition of selected
entries from an open competition that
presents drawings, sketches, texts, artworks,
photographs, maps, memorabilia and other
artifacts from different cities in Eurasia. The
competition was based on a fictional story
that Eurasia was completely destroyed from
religious, ethnic and national wars. The
participants were then asked to identify a
remnant from which his/her city could be
reconstructed or renewed. Among hundreds of
competition entries, the exhibition introduces
the selected works of eighty-five participants,
whose ideas and aspirations reflect various
kinds of local conditions and future hopes.
An online voting system will run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Imagining New Eurasia Project
(imaginingneweurasia.org), where worldwide
citizens could take part in selecting prizewinners
amongst the exhibited works.

공모전을 통해 선별된 작품을 소개하는 ‹새로운 대륙의

In the second part, panoramic photos
and videos of selected Eurasian cities (by
Kyong Park) are mixed and projected to fully
encircle the interior of the the New Eurasian
Pavilion (designed by B.A.R.E.). The urban
landscapes of these cities are joined, merged or
compounded to create progressions, mixtures
and amalgamations of different cities of the
continent. Inspired by panoramas and dioramas
that were popular during the second half of
19th century, the New Eurasian Pavilion takes
viewers to iconic and particular landscapes of
distant cities, illustrating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ies of different societies.
Rather than presenting a landscape of one
particular city, as the traditional panoramas
did, the New Eurasian Pavilion mixes them to
create comparative and combined landscapes
that offer extensive views of Eurasia as a single
continent. On the exterior skin of the New
Eurasian Pavilion, one hundred selected cities1
are presented by their territorial profile. These
profiles are pushed out against the fabric skin,
in different strengths and at different times, to
visualize the importance that each city played in
relation to the Old Silk Roads, New Silk Roads
and other roads that connected Eurasia through
its history.

전시장 중앙부에 위치한 ‹새로운 유라시아 파빌리온›은

Collected through a scripted search on the
Internet, thousands of Urban Poetry Cards
show images and texts about the historic and
contemporary urban landscapes, architectures,
artifacts, and maps of one hundred and fifty-five
selected cities. With an image on one side and
its associated text on the other, the cards bear
the color of the annual mean temperature2 of
each city, emphasizing the connective history
between cities through their climatic relations.
Viewers are invited to select these Urban
Poetry Cards and place them on a large wall
to create collective sentences. Motivated by
Dave Kapell’s Magnetic Poetry and the Cadavre
Exquis of the Surrealists, this participatory game
intends to create a mosaic of urban images via
accidental encounters of linguistic play, alluding
to a constantly changing visual terrain of
Eurasia. The result of this participatory work will
be continuously documented throughout the
exhibition period. Resulting card movements
and locations will b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cities and keywords, to study the tendencies
and relations between cities as they are
perceived and created by the participants.

스크립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로 제작된

아틀라스›는 유라시아 전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출품한 드로잉, 스케치, 텍스트, 예술 작업, 사진, 지도,
기념품, 기타 유물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공모전은
종교전쟁, 민족전쟁, 혹은 국지전 등으로 폐허가
된 유라시아에 대한 가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제출했다. 수백 건의 응모작 중에서
선별된 85점의 작품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다.
유라시아를 ‘새로운 대륙’의 아틀라스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아이디어와 열망은 다양한 각자의
현지 사정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imaginingneweurasia.org)에서 온라인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투표로
전시작품 중에서 입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총 감독이자 작가인 박경과 건축사무소

B.A.R.E가 공동으로 설계한 구조물로, 선별된 유라시아
도시들을 담은 파노라마 사진과 동영상이 혼합되어 360도
영상으로 재현되는 거대한 설치 작업이다. 19세기 후반
유행했던 파노라마와 디오라마 기법을 차용한 ‹새로운
유라시아 파빌리온›은 먼 곳에 있는 유라시아 도시 특유의
풍경들로 관람객들을 안내하며, 각기 다른 사회가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들이 혼합된 새로운 전경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파노라마 영상이 어느 한 도시의
풍경만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유라시아 파빌리온›에서
보여주게 될 영상 속에는 여러 도시의 풍경이 끊임없이
뒤섞이며 공존한다. 이 같은 혼성 도시 풍경들을 통해
단일한 대륙으로써의 유라시아에 대한 확장적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유라시아 파빌리온›의
외관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유라시아를 이어온 신구
실크로드를 포함한 연결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정된 100개의 도시1들의 성장과 쇠퇴 흔적을 키네틱
구조를 이용해 끊임없는 물리적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도시의 시› 카드에는 선정된 유라시아 내 155개 도시의
과거와 현재 도시 풍경, 건축, 인공물, 지도 등을 담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다. 카드의 한 면에는 이미지가,
다른 한 면에는 관련된 텍스트가 적혀있는 이 카드는
해당 지역의 평균 온도2를 나타내는 바탕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라시아의 기후적 관계가 유라시아
전역에 미칠 수 있었던 수평적 영향을 부각한다.
관람객들은 원하는 대로 카드를 고른 후 설치된 벽에
나란히 붙여 함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데이브 카펠이
발명한 ‘자석의 시’와 초현실주의자들이 즐겨 하던

‘카다브르 엑스키스’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이 관객
참여형 게임은, 우연한 언어적 놀이로 만들어지는 도시
이미지의 모자이크를 계속해서 생성하고자 한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유라시아의 시각적 지형을 암시하는

‹도시의 시›는 관람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업으로 전시
기간 내 지속적으로 기록될 예정이며, 도시 및 키워드에
따른 카드의 위치와 자리 이동이 추적, 분석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전시 ‹이곳, 저곳, 모든 곳: 유라시아의
도시›에 참여하는 관객이 스스로 새로이 인식하는 도시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성향을 파악하는 장치의 기능을 하려
한다.

사회가 서로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게 되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충돌 대신 균형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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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 China, 시안, 중국, B.C. 3C

Lyon, France, 리옹, 프랑스, B.C. 1C

Old Bagan, Miyanma Burma, 바간, 미얀마, A.D.

Bangkok, Thailand, 방콕, 태국, A.D. 15C

A.D. 1703

Myitkyina, Miyanma Burma, 미치나, 미얀마,

Jiuquan, China, 주취안, 중국, B.C. 3100

Beijing, China, 베이징, 중국, B.C.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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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

360도 파노라마 영상작품을 소개할 것이고, 이와

미글레 아즈카오스카이테, 이녜 알프네스,

피터 클르위츠, 김가연, 김재범, 비탈리 코마르,

리오 샴리즈, 신효진, 니틴 시로프, 블라디미르

아트 라보라토리 그룹, 에스킬드 벡, 지오바니

아니스 코르니아시, 피에르 라바, 히메네즈 라이,

스모코프, 바울케 스팔트로, 예레미아 더글라스

벨로티, 이샨 비스와스, 바딤 본데로, 클라우디아

크리스티나 라로카, 펠리시아 암드룹 라우게센,

스트라우드, 더 싱크로나이저, 멜리사 모라도스

보르나, 안토니오티 말레라 장 부르노, 준홍 정,

이은경, 볼프강 리에너, 타이즈 렌키에비츠, 페이

타데오, 제프 제이 반데버그, 마르코 보이니치,

조레 살락 시바에, 정용수, 토마스 C. 정, 웬링

리, 마테오 로치, 크리스티아노 루체티, 아테카

정, 니암 트롱 큔, 크리스토퍼 토마스 들레이니,

말릭, 시바 수미 몰, 타케시 모로, 자넷 헤드윅

다니엘 니콜라에 디야모, 데이빗 존 골든버그,

뮬러, 누쉰 나디, 메리 나쉬, 잉고 니어만, 마리

웬보 공, 샴술 울 하디, 코니 헤커, 노아 하임,

니무라, 디미트리스 도코스, 유진 옹, 박찬배,

헤네비베 반 헬데, 앤드류 조지 홀더, 이비

네스토 아제베도 페스타나, 필립 리우미로프

이브라힘, 주니치로 이와세, 프라팟 지와랑산,

포포프, 예레나 프로코비에비치, 아리아 수카푸라

비비안 혜정 정, 안드로마히 케팔로스, 제인 진

푸트라, 세르지오 라카나티, 레드 피그 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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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트린 라이켈트, 케이시 로즈, 하자 사타리,

워크숍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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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는 ‹새로운 유라시아 파빌리온›이 설치되어
함께 다양한 참가작의 전시, 관련 자료의 출판, 여러

100 Cities of Eurasia
유라시아의 100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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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Average Temperature, World
Climate Maps, 2007
[http://www.climate-charts.com]
The data was originally gathered for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then processed by the National
Climatic Data Center (NCDC), and finally
provided by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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