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력 Selected Exhibitions & Projects

아다드 하나 Adad Hannah

캐나다 비엔날레 오타와 캐나다 내셔널 갤러리.

리버풀 비엔날레 리버풀 컨템포러리 어반 센터.

움직임 속의 명작 코네티컷 알드리치 현대미술관.

CUE: 예술가의 비디오 밴쿠버 아트 갤러리(2010 밴쿠버 문화 올림피아드 기간 중 전시)

메두사 호의 침몰(100 마일의 집) 몬트리올 피에르-프랑수아 오레뜨 현대미술관.

설치작품 소장품전: 크리스틴 데이비스, 아다드 하나, 프란츠 웨스트 몬트리올 현대미술관.

퀘벡 트리엔날레 몬트리올 현대미술관. 

방해하기 상하이 젠다이 현대미술관.

말더듬기와 씰룩거림 뉴욕 바드 대학 큐레이터학 센터.

아다드 하나: 스틸스 버밍엄 이콘 갤러리.

역할 연기하기: 무대 사진의 역사 오타와 캐나다 내셔널 갤러리.

미디어시티 서울 비엔날레. 서울 시립미술관

Canadian Biennial 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Liverpool Biennial Contemporary Urban Centre, Liverpool. 

Masterpieces in Motion The Aldrich Contemporary Art Museum, Connecticut.

CUE: Artists’ Videos Vancouver Art Gallery. 

(Part of the Vancouver 2010 Cultural Olympiad.) 

The Raft of the Medusa (100 Mile House) Pierre-François Ouellette art 

contemporain, Montreal. 

Installations from the Collection: Christine Davis, Adad Hannah, Franz West, 

Musée d’art contemporain de Montréal.

The Québec Triennial Musée d’art contemporain de Montréal.

Intrude Zendai Museum of Modern Art, Shanghai. 

Stutter and Twitch Center for Curatorial Studies Bard College, New York.

Adad Hannah: Stills Ikon Gallery, Birmingham.

Acting the Part: A History of the Staged Photograph 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MediaCity Seoul Biennia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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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glance, the six projected images in the lobby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ppear to be still photographs of disparate scenes. However, upon closer inspection, the 

slightest quivering of the seemingly static figures reveals the reality behind the image. 

        Since 2001, Canadian artist Adad Hannah (b. 1971) has created a series of video 

works that transpose the two-dimensional picture frame into an extended moving image 

comprising a three- dimensional reality. Best known for his Stills, an ongoing project 

that reproduces scenes of iconic paintings and films in the mode of tableau vivant (“living 

pictures”) – the nineteenth century tradition of restaging of scenes inspired by pre-existing 

images from famous paintings to classical literature – Hannah brings new media into a 

critical dialogue with the art historical past. Hannah’s approach to history is not without 

reservations, for each scene is deconstructed and re-presented with changes that seem 

minimal yet illuminating. Suspended between the static and the cinematic, Hannah’s 

illusive video tableaux vivants capture the subtle tension of what he calls the “uneasy 

space between movement and stillness, the recorded and the live.” It is a recuperative 

project that not only blurs the lines between past and present, but also challenges the 

viewer to reconsider the long history of artmaking.

        In his latest work, shot on location at Leeum, Hannah inserts mirrors as devices to 

disrupt and reorient traditional notions of spectatorship within the regulated space of 

the museum. Each video projection features various parts of the Leeum with different 

members of the museum, from staff to volunteers to visitors, posing as models in each 

scene. Despite their keen efforts to maintain strenuous and difficult poses, the slightest 

movement is reflected and amplified in the mirrors they hold. Like a window into another 

world, the mirrors open up the visual field with an added dimension that exceeds the 

purview of one’s sight. Reflected in the mirror are tensions that seek to destabilize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museum and simultaneously confront the viewer with his 

or her own practice of seeing within the field of visibility. The videos, each lasting for 

approximately five minutes, overlap in sequence and images creating a disjointed portrait 

of the original, that which is the Leeum. With the set of six videos re-presenting Leeum, 

Hannah brings into focus the interplay between the field of gaze, indices of power and 

praxis. In reframing Leeum as a site of interaction and intervention, Hannah returns the 

gaze back onto the institutional space and creates images in reverse.  

반전 Reversing 2010, Six-channel HD video, 5’30’’

Translated by Minna S. Lee

미술관 로비 월스크린의 6개 화면 속에는 스틸 사진처럼 포즈를 취한 인물들이 등장한

다. 인물들은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손에 든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를 통해 미

세한 움직임에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캐나다 작가 아다드 하나(Adad Hannah, b.1971)는 이러한 무성 영상으로 이루어진 

<스틸 (Stills)> 시리즈를 2001년부터 제작해왔다. 이는 19세기 배우나 모델들이 유명한 

고전회화 속 인물의 자세를 모방하는 일종의 연극놀이인 활인화 (tableau vivant)의 전통

을 영상이라는 현대 미디어로 재생한 것이다. 그는 영상의 기본요소인 움직임과 소리를 

제한함으로써 마치 사진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다. 작가는 기존 작품에서 명화나 영화

스틸사진 속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고, 작품과 사람과의 관계를 극화하는 등의 여러 상황

과 이야기를 담았다. 이렇게 그의 작품은 영상 속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다. 

        작가는 2010년 가을, 리움을 주제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했다. 그의 이전 작품들에

서도 등장했던 거울이 이번에는 리움 건물의 곳곳을 비춘다. 거울을 든 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델들은 미술관의 직원과 자원봉사자, 관람객들이며, 작가는 전시장과 사무실, 공용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리움을 재조명했다. 6개 영상의 인물

과 배경들은 각각 다르지만 거울이라는 공통요소를 통해서 전체 작품에 시각적인 일관

성이 유지된다. 거울에 비치는 상은 모델이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조용

한 영상 속에서 그에 반하는 움직임을 가진다. 가지가지 형태와 크기의 거울은 모델이 서 

있는 공간과는 또 다른 공간을 비춤으로써 액자구조를 통해 풍성한 시각적 대비를 만든다. 

5분 남짓 길이의 영상 속 장면들은 등장인물과 공간이 조금씩 중복되어 리움을 소재로 

한 시각적 퍼즐을 구성하며, 리움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미술작품과 건축

공간,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로서 미술관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

며 반전(反轉)하는 상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