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애나밴드는 관계적 미학을 향한 디자인과 미디어 아트를 실험하는 2인조팀이다.
 우리는 관객들의 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해 공연성과 상호작용성을 작품에 적용하고, 
 관객은 때때로 작품의 적극적인 개입자로서 혹은, 
 일시적 사건에 개입되는 관찰자로서 사건에 초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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