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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플롯을 상실할 때:
장소 없는 특정성

When Site Lost the Plot:
Siteless Specificity

WSLTP(When Site Lost Plot, 장소가 플롯을 상실할 때)는 연구 장
소와 출판의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와 제시
의 방법을 살펴본다. 이 강연에서는 여러 형식과 장소를 통해 이야기
를 재배치하는 과거의 프로젝트와 앞으로 이뤄질 프로젝트를 살펴보
고,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떻게 지역적으로만 사유하
는 대신 여행의 내러티브를 지정학적 도구로 사유할 수 있을까? 불
안정한 상태에 빠지거나 유동적으로 변해버린 역사의 현장(site), 주
제, 이야기로 작업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 강연
은 기후 변화와 이주가 장소(site)의 상호연결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
내는 상황에서 전 지구적 네트워크와 새롭게 부상하는 민족주의와
더불어 출판, 전시, 매체가 어떤 지정학정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By shifting the research site and the publishing site, WSLTP
(When site lost the plot) looks at different kinds of community and publicity. This talk will look at past and future projects,
which relocate stories through formats and sites, questioning
how the perceptions of site-specificity are changing. Instead
of thinking exclusively locally, how can travelling narratives
be a geopolitical tool? What are the possibilities of working
with sites, subjects and stories of history that have become
unstable or in flux? The talk will explore geopolitical possibilities of publication, exhibition, and media, with global
networks and emerging nationalisms, when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make the interconnectedness of sites more
apparent.

강연에서는 영화적 지리학(cine-geography)를 다루는 한편 WSLTP
가 작업을 유통하기 위해 어떻게 예술가, 영화감독, 디자이너, 디아
스포라와 협력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여행의 내러티브는 카메라
에서 프로젝터까지 이어지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지도상의 경계
를 넘는 여행일 수도 있다. WSLTP의 프로젝트는 장소(site)를 그것
에 앞서 플롯이 존재하는 픽션으로 여기며, 불분명한 지리적, 경계
적 정체성들과 작업한다. 예를 들어, 압하지야(Abkhazia), 과들루프
(Guadeloupe), (전쟁 종전 후) 유고슬라비아 등 인식되지 않은 국가
에 들어가 장소(site)와 그것이 말하는 이야기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장소(site)를 재배치하는 것을 통해 출판이라는 활동에서, 혹
은 디아스포라적 커뮤니티의 실천에서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을 어떻게 재고(再考)할 수 있w을 것인가? 변화 과정에 있는 장소
(site)를 기술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과 도구, 방법을 활용해 장소 없
는(siteless) 정체성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 합
의점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The talk will touch upon cine-geography and how WSLTP
collaborates with artists, filmmakers, designers and diasporas
to experiment with the circulation of work. Travelling narrative can be the journey from the camera to the projector, or
a journey across borders of the map. Working with in-between identities, wit site as a fiction preceded by plots going
beyond it, our projects have gone into the largely unrecognised state of Abkhazia, Guadeloupe and (Post)Yugoslavia,
questioning the relation between a site and the stories it tells
itself. How can we rethink site specificity in a practice of publishing, or in diasporic communities, by relocating site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tools and methods available for describing sites in transformation, how does siteless identity get
located, and where and how can consensus be established?

암스테르담에 있는 WSLTP는 아티스트런 스페이스(artist-run
space), 출판 콜렉티브, 상영관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며, 네덜란드
의 얀 반 아이크에서 연구 중이던 두 예술가 이아람과 퀜튼 밀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아람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암스테르담에 거주하
며 작업 중이다. 암스테르담의 De Appel, 포틀랜드 Disjecta Contemporary Art Center, 베를린 Haus Der Kulturen welt(HKW), 마
르세유 독일문화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전시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퀜튼 밀러는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고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
동 중이다. 아테네 비엔날레, SMBA, 뉴욕 apexart 등에서 전시를 진
행한 바 있다. 밀러는 2021년 첫 번째 책을 출간한 “Department of
Speculative Facts”(사변적 사실 부서)의 일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WSLTP is somewhere between an artist-run space, a publishing collective and a cinema based in Amsterdam. It was
founded by two artists in residence at the Jan van Eyck in
Maastricht, Netherlands.: Aram Lee was born in Seoul and
lives and works in Amsterdam. Her work has been shown and
performed at De Appel, Amsterdam, Disjecta Contemporary
Art Center, Portland, Haus Der Kulturen welt(HKW), Berlin
and Goethe Institute, Marseille among other venues. Quenton
Miller was born in Melbourne and works in Amsterdam, he
has exhibited at the Athens Biennale, SMBA and apexart New
York. He is a member of the Department of Speculative Facts,
whose first book was published in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