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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를 통해 중국현대미술의 동

시대성과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실현하고 있는 중국 미디어

아티스트 미아오샤오춘(缪晓春, Miao Xiaochun, 1964~)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중국 사회의 미디어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로 전환되는 시기와 맞물려 조각적 형식을 접목한 사진 작품을 통해

새로운 매체의 인식을 경험한 뒤, 2005년부터 서구 고전회화를 차용한

디지털 미디어 작품을 발표해왔다.

1990년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미디어 아트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향한 일부 관념 예술가들의 적

극적인 매체의 수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들은 중국 사회에 대한 관념

적 태도와 내면의 심리적 균열을 표현하는데 있어 회화, 조각 등의 전통

적인 예술 형식보다 설치, 행위 예술과 같은 동시대 가장 전위적인 방식

을 선호해왔다. 초기 중국 미디어 아트는 이와 같은 설치와 행위 예술이

접목된 ‘비디오 아트(vedio art)’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기술의 발전

에 힘입어 인터넷, 컴퓨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뉴 미디어

아트’로의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단순

히 기술 중심의 형식 논리에 치중하지 않고, 자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세계관을 반영한 작품 제작에 몰두해왔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미아오샤오춘의 작품 형성 배경으로 앞서 언급한

중국 미디어 아트의 특징이 반영된 주요 미디어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을 형식과 주제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첫 장에서는 그의 작품에 가장 큰 골조를 이루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와 차용이라는 형식적 방법론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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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3D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서구의 고전회화가 재해석 되는 과정은 감상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서구의

고전회화를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 자신의 몸을 틀로 사용하여 제작

된 디지털 인체 조각으로 치환되는데, 작품에 주가 되는 신체 이미지는

원작에 반영된 서구의 세계관을 해체하는 결정적 도구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서구 고전회화의 원근법, 사실적인 묘사와 같은 형식적 요소들

이 디지털 미디어와 접목되어 이동시점(移動視點)이나 기운생동(氣韻生動)

과 같은 중국의 전통적 회화 형식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이해해 보았

다.

두 번째 장에서는 미아오샤오춘의 주요 미디어 작품을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았다. 그의 주요작품으로 <가상 최후의 심판(虚拟最后审判)>,

<H2O>, <좌천관정(坐天观井)>을 분석하며 그의 작품이 인간이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와 세계관에 대한 인식,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

로 ‘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과거 서구의 세계관을 오늘날의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경향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미디어 아트’라는 키워드는 테크놀로지의 수용과 활용이라

는 형식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탕으

로 형성되는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경험이 자아정체성의 탐구와 세계관

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소통의 매체로써 활용되는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지하고자 한다.

주요어 : 중국 미디어 아트, 미아오샤오춘, 디지털 미디어, 차용

학번 : 2010-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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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 미술의 새로운 변화는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린 1970년대 후반을 출발점

으로 한다. 개혁 개방을 통해 중국 사회가 본격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 중국 미술은 과거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예술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닫혀있던 서구로부터 사상의

유입을 통해 인상주의에서 뒤샹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도달하게 되었고,

시장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속히 동시대 국제무대

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 미술의 변화는 모더니즘의 수용과 포

스트모더니즘의 확장 또는, 전위예술과 실험미술로 그 시기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1)되고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점이 있다면 중국 미술이

비로소 예술가들의 자아표현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선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중국 예술가들의 활동은

시시각각 변모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긴장과 완화의 과정을 극복

해나가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2) 1980년대 중국 미술을 대표하는 특징인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은 1989년 천안문 사태와 함께 종식되었고, 천안문 사

1) 중국 미술 비평가 우홍(巫鸿, 1945~)은 중국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이나 전통을 배경으로 한 현대미술에

대한 표현에 있어 서구의 주요 미술이론들이나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며 ‘아방가르드 미술’이라는 용어

대신 ‘실험 미술’ 과 같이 광범위하고 덜 호전적인 단어를 선호했다. 또 다른 미술 비평가 가오밍루

(高名潞, 1949~)는 개방 이후의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자아표현에 대한 욕구를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측면으로 발현하는 중국 미술을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고동연, 「전 지구화 시대의 중국 현대미술과 비평: 우흥의 '실험적인 예술' vs. 가오밍루의 트랜스 내

셔널 '아방가르드」, 『현대미술사 연구』 제29집, 현대미술사학회, 2011.

2) 중국 미술의 변화의 원동력으로 1979년-1989년까지 행해진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

들의 행보는 중국 정부 시책에 따라 주요 미술 단체의 해산, 정부에 의한 전시 중단과 같은 과정을 겪

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예술에 대한 통제는 21세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되는데, 2001

년 4월, 문화부는 “예술의 명의로 피비린내 나고 잔혹하며 외설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단호히 제지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행위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검열을 선포했다. 吕澎, 『20

世纪中国艺术史』, 北京大学出版社，2006, p.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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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이후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3)를 맞이한 예술가들은 공공기관이

벗어나 외부에서의 전시4), 회화와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 형식이 아

닌 새로운 매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검열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1990년대, 반(反)예술적 경향을 선보였던 관념예술가5)들은

일상생활의 사물과 환경을 통한 설치와 행위예술을 중심으로 한 실험적 예

술을 이끌었다. 그들 중 일부는 중국에 유입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행위예술을 기록하는 형태의 비디오 작품을 남김으로써 중국 미디어 아트의

시발점을 알리게 되었다.6) 그들의 설치, 행위예술에서 활용될 수 있었던 새로

운 매체로써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오늘날도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는 중국 미디어 아트의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미디어 아트가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반영하는데 단순히 기술의 수용으로

써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고 때론 사회를 비판하는 도구로써 활용했다

는 점은 이미 서구의 미디어 아트의 전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7) 중국의

미디어 아트 또한 중국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며 전개되었다

는 점은 주요 작품들을 통해 증명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대를 반영하는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 중국의 특수한 환

경에서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인식되고 발전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3) 중국 미술 비평가 리시엔팅(栗宪庭,, 1949~)은 1980년대부터 추진 된 중국 전위미술이 1989년이후 반

(反)80년대적인 새로운 경향의 미술현상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栗宪庭, 『后89艺术中的无聊感

和解构意识: 重要的不是艺术』, 南京江苏美术出版社, 2000, p. 291.

4) 가오밍루는 "중국 제도권의 아카데믹한 그리고 상업적인 체제에 반하는 저항적인 공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먼트 예술(apartment art)’을 든다.", Gao Minglu, 「Particular Time, Specific

Space, My Truth : Total Modernity in Chinese Contemporary Art」, in Terry Smith, Okwui

Enwezor eds, Antinomies of Art and Culture, Duke University Press, 2009

5) ‘관념예술’이 1980년대 처음 중국에 소개되었을 당시 개념예술(idea art) 혹은 관념예술(conceptual art)

로 번역되었으나 중국의 관념예술가들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문화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는 점을 근거로 서구의 ‘conceptual art'에 보다 근접하다. 가오밍루, 이주현역, 『중국현대미술사』, 미

진사, 2009, p. 110.

6) 가오밍루, 이주현 역, 위의 책, 2009.

7) 이용우, 『비디오 예술론』, 문예마당, 2000, pp. 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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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통과 새로움의 조화에 대한 중국 현대 미술의 주요한 화두가 중국

미디어 아트의 발전과정 중에 충실히 발현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보았다. 동

시대성을 대표하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 , 중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담아내고 있는 중국 미디어 아트의 주요 특징들을 살

펴보고자 이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써 미아오샤오춘(缪晓春, Miao

Xiaochun, 1964~)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미아오샤오춘은 2000년 초반부터 3D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형 프린트 작품과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중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성공적인 안착

을 했다. 그는 남경대학교(南京大學校)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하고, 중앙미술학

원(中央美術學院)에서 미술사 석사과정을 마친 뒤, 1995년 교환학생 신분으로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독일이라는 낯선 서구 세계에서의 개인적 경험은

동서양의 문화적 충돌을 담은 작품으로 표현되었고, 이후 정체성에 대한 본질

적인 탐구, 동서양과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세계관에 대한 주제의식으로 확

장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 조각과 사진을 접목한 작품을 통

해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인식을 경험한 그는, 2000년대 초반 컴퓨터와 3D 프로

그램을 활용하며 미디어 아티스트로써의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를 주요한 매체로 활용하는 한편, 서구 고전 회화를 차용

함으로써 중국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Ⅱ장에서는 미아오샤오춘의 작품 형성 배경으로 중국의 주요 미디어 작품

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작품을 통해 중국 미디어 아트의 특성을 분석

해보았다. 중국 미디어 아트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상들은 미아

오샤오춘의 작품 분석에 기초 연구과정으로써 동시대 중국 미디어 아트 흐름

가운데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근거

가 되었다. 또한, 새로운 매체의 수용과 주제의식의 발현이라는 성과를

보인 그의 초기 작품들은 미아오샤오춘의 미디어 작품의 시발점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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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Ⅱ장 작품형성 배경에서 함께 다루었다.

Ⅲ장에서는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세계를 크게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 장에서는 3D 프로그램을 통한 사이버스

페이스의 구현과 ‘차용’으로 대표되는 그의 형식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그가

사용한 디지털 서구의 고전회화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작품 구성에 주축이

되는 신체이미지가 그의 미디어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

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고전회화의 원근법, 사실적 재현과 같은 형식

적 특징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차용의 과정을 거쳐 이동시점(移動視點)이나 기

운생동(氣韻生動)과 같은 전통적인 회화 형식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살펴보

았다.

두 번째 장에서는 미아오샤오춘의 미디어 작품들 중 내용적 측면에서 시기별

로 연장선상에 있는 <가상 최후의 심판>, <H2O>, <좌천관정>을 통하여 작

품별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서구의 고전회화가 담고 있는 종교적 도

상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세계관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재구성

되는지 살펴보았다.

미아오샤오춘의 기존의 연구들은 전시 도록이나 잡지 속의 논문들로 한정되

어 있다. 본 논문은 주로 미아오샤오춘의 홈페이지8)와 도록에 수록되어있는

평론가의 글이나 작가의 인터뷰 글을 주로 참고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

터 최근까지 미아오샤오춘의 인터뷰를 담은 글들은 본 논문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작가 자신의 글과 인터뷰, 평론가들의 글을 기본 참고 자료로 하였고,

최근 발표되는 중국 미디어 아트에 관한 산발적인 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

다.

국내에서 미아오샤오춘 뿐 아니라 중국 미디어 아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

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이 중국 미디어 아트 주요 특징들

과 미아오샤오춘을 연구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하고 있

8) 미아오시아오춘 홈페이지: www.miaoxiaoch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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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현대 미술과 미디어 아트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테크놀로지와 수용과 활용이라는 형식적

인 측면 뿐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신체적․심

리적 경험이 자아정체성의 탐구와 세계관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

에서 주요한 소통의 매체로써 활용되는 중국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가능

성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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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아오시아오춘의 작품 형성 배경

1. 중국 미디어 아트의 주요 전개 양상

미디어 아트(media art)는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결합을 통해 형성

발전 되어왔다. 예술에 반영되는 기술 또는 구성 요소가 미디어 아트의 형

식적인 특징이라면 테크놀로지가 생성되는 사회, 즉 미디어 환경이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앞서 서구 미디어 아트의

전개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9)

최초의 중국 미디어 아트가 등장한 전반에 행해졌던 아방가르드 미술운동

의 결과물로써 정부산하의 중국미술관에서 최초의 중국현대예술전(中国现

代艺术展, china Avant-garde)10)이 개최되었으나 정부에 의해 결국 조기 폐관

되었고, 같은 해 발생한 천안문 사태는 개혁 개방이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

대와 열정을 품었던 예술가들에게 사회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예술가들의 의식형태는 정치 팝(政治波普, political pop), 완세현실주

의(玩世现实主义, cynical realism), 염속예술(艳俗艺术, gaudy art) 등 사회에

대한 비판과 자기 성찰을 담은 다양한 사조들로 표현되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사회에 대한 시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여전히

회화와 조각 등의 전통적인 형식을 보여준다.11)

동일한 시기에 앞서 언급한 예술가들과 달리 반(反)예술과 반(反)전통을

바탕으로 회화와 조각의 예술형식을 벗어나 설치와 행위예술과 같은 동시대

가장 전위적인 방식을 선호해 오던 일부 관념예술가들은 중국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12) 실제로 1990년대 전반에 중국 미디어 아

9) 플로랑스 드 메르디외(Florence de Meredieu), 정재곤 역, 『예술과 뉴 테크놀로지』, 열화당, 2005,

10) 공식전시명 : 중국현대예술전 (中国现代艺术展, china Avant-garde).

11) 가오밍루, 이주현 역, 위의 책, 2009, pp.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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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전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던 장페이리(张陪力, Zhang Peili, 1941~),

치오즐지에(邱志杰 , Qiu Zhijie, 1969~), 옌레이(彦磊 , Yan Lei, 1965~),

왕젠웨이(汪建伟,Wang Jianwei, 1954~), 왕공신(王功新, Wang Gongxin,

1960~) 등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설치와 행위를 중심으로 관념적 예술 태

도를 선보이던 작가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급변하는 중국

의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테크놀로지를 작품에 수용하며 중국 미술의 다원화

에 기여하는 한편, 개인과 사회, 공간과 시간, 전통과 현대와 같은 중국 사회

에 대한 관점을 첨예한 도구로써 미디어 아트를 발전시켜왔음을 여러 작품들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국 최초의 미디어 아트는 행위 예술을 기록한 비디오 퍼포먼스 형식의

<30x30cm>[도1]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관념적 예술 태도를 선보이던 장페

이리(张培力)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는 급변하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며 무기력한 내면의 심리 상태를 상징적인 신체 행위로 표현하고 그것

을 실시간으로 녹화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우선 30x30cm 크기의 유리를

일정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깨진 유리를 다시 접착제로 이

어 붙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선보인다. 그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변하

지 않는 카메라 앵글 앞에서 90분짜리 비디오테이프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

된다.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확산된 자유 시장 경제관념과 중국의 정치적 이

데올로기의 통제가 충돌하는 사회 속에서 중국인들은 적극적인 투쟁보다는 사

회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한 심리 상태를 유지한 채 살아간다. 이와 같은 사회

적 분위기와 심리상태는 장페이리의 상징적 신체 행위로 표현되고 발표된다.

첫 번째 영상 작품을 제작 후 그는 자신의 몸에서 채혈을 하는 과정을 담은

<작업1호(作业1号)>[도2]와 세면대에서 암탉을 씻는 과정을 녹화한 <위자 3

12) 황좐(黄专)은 그의 글에서 중국 관념예술에 대해 “매체 측면에서 문자,설치,신체,영상, 인터넷, 사진과

기타 매체들을 사용했고, 이러한 매체들이 문화,역사,심리,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지닌 의의와 잠재성을

최대한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사회학적 인류학적 함의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정의했다. 黄专, 『中国观

念艺术』, 湖北教育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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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卫子三号)>[도3]를 발표했는데 반복적인 신체 행위와 그를 기록한 비디오

아트 형식은 그의 작품에 주요 형식이 된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반복적

신체 행위는 감상자의 감정적 연상을 차단하고, 신체 행위 자체가 사각의 프

레임에 침잠되어 물질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작품은 극복할 수 없는 현

실의 부조리를 일종의 수행의 과정으로 받아들인 1990년대 일부 예술가들의

태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중국 미디어 아트의 전개에 있어서 장페이리와 같이 자신의 관념적

신체행위를 기록하는 형태로써 매체를 수용했던 작가들은 반복적인 신체

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의 의미를 작품 속에 담고자했다. ‘과정’은 예술가와 물

질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뤄진 예술가의 노작(勞作) 혹은 수공

업적 형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체험적 행위로써 서구의 프로세스 아

트(process art)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13) 중국의 예술가들이 주목한 ‘과정’은

부재(不在) 혹은 무(無)에 대한 관념을 수신(修身)의 과정으로써 풀어낸 것으

로 동양적인 세계관과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

다.

치오즐지에(邱志杰)는 1990년대 중국 미디어 아트 전개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써 앞서 언급한 ‘과정’을 의미를 작품에 반영한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1995년 그가 발표한 <난정서 천번쓰기(重复书写一千遍

兰亭序)>[도4]는 3년간의 시간동안 한 장의 종이에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서

(蘭亭序)를 끊임없이 써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비디오 작품이다. 그가

이처럼 난정서를 반복해서 쓰는 과정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우선,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천 번’이라는 숫자는 그가 실제로

천 번을 반복해서 썼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많음과 반복을

통한 행위가 사람을 깊은 생각과 명상으로 이끈다‘는 그의 과정에 대한

관념적 태도를 보여준다.14) 그는 '서예의 선(書禪)'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며 플럭

13) 가오밍루, 위의 책, pp. 147-14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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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fluxus) 운동의 영향을 받아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15) 중국의

전통적인 서예훈련은 반복 임서(臨書)를 기초로 하는데 난정서(蘭亭序)는 임서

의 가장 중요한 교본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는 서예의 선으로써 반복적인 쓰

는 행위 즉 반복 임서라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중국의 전통문화의 소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정이 내포한 시간이라는 특수성은 시간성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영상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1970년대 후반 이데올로기에 대한 최초의 해금과 1980년대 문화개방, 1990

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와 시장의 글로벌화까지 이 모든 사회적 변화는 중국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공간은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에서부터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공간과 그 공간에

대한 예술가들의 인식은 곧 예술가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처해진 사회적 환경

을 표현하는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왕공신(王功新)은 중국 미디어 아트의 전개 양상에 있어 대표적으로 미디어

와 공간의 관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1980년대 미국으

로 떠났던 그는 1993년 귀국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베이징 사합원(四合院) 앞

마당에 그의 첫 번째 비디오 설치 작품 <브루클린의 하늘(布鲁克林的天空)>

[도5]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비디오와 공간과의 관계성을 통해 특정 공간 속

에서 발현되는 비디오 설치의 효과적인 방법론을 선보였다. 그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1m 깊이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바닥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였다. 감

사자는 하늘을 향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작가가 뉴욕에 거주 할 당시 찍어

놓은 브루클린의 하늘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마치, 땅에 뚫린 구멍을 통

해 지구 반대편의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만들어 냈다. 이 설치 방식

은 미국 체류 당시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에게 “중국을 가고 싶으면 바닥을 계

속 파서 그 반대편인 중국에 도착할 수 있다.”던 미국인의 농담으로부터 출발

14) 가오밍루, 위의 책, pp. 145-146, 2009.

15) 吕澎, 위의 책, 2006, p.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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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하늘의 영상은 “보긴 뭘 봐, 무슨 좋은 게 있다고.”라고 외치

는 누군가의 음성을 담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던

서구에 대한 중국사회의 막연한 호기심에 대한 작가의 대답이다. 전통을 상

징하는 사합원이라는 건축물 안에 설치 된 이 비디오 작품은 두 개의 시공

간을 체험케 하고, 이로써 동서양의 서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16) 또한, 비

디오가 본래 과거에 이뤄진 현실을 기록한 ‘재현’의 개념으로 현실과 만난

다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 그의 영상은 작가의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왕공신의 또 다른 비디오 설치 작품 <공공회랑(公共走廊)>[도6]은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의 대표작 <통로(Corridor)>[도7]를 떠오르게 한다.

이 두 작품은 ‘회랑’과 ‘통로’라는 장소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왕공신의 <공공회랑>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 속에 사라지고 있는 주거공간

인 농탕(弄堂)17)을 재현한 것으로 전통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감상

자는 이 회랑으로 들어서서, 양쪽 벽에 설치된 16개의 모니터를 발견하게

된다. 이 모니터는 벽 안에서 잡히지 않는 벽을 잡으려는 손짓과 얼굴을 벽

에 문지르고, 두 발로 벽을 밀면서 탈출을 하려는 등의 행위[도8]를 하고 있

는 작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전통을 상징하는 농탕을 재현한 공간은 모니터에 갇힌 채 외부세계와의 접촉

을 시도하는 작가의 행위를 담은 영상과 만나게 되면서 전통과 현대의 단절된

심리상태를 상징하게 된다. 왕공신은 공간의 특징과 영상이 담고 있는 행위를

통해 현대화되는 사회 속에 생겨나는 개인과 집단의 심리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비디오 설치 작품을 발표했다. <아기의 언어(婴语)>[도9]는 앞선 작품

16) 왕공신 홈페이지: www.wangnongxin.com.

17) 농탕(弄堂): 19세기 중반 서구의 건축업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유럽식 연립주택형 건축물을 지어 중국인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게 되면서 생겨난 주거 양식. 연립주택

형 건물이 한정된 공간에 건축되면서 건축물 사이사이에 좁은 골목 또는 회랑이 형성된 것이 특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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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유사한 형식적 특징을 보이는데 일반적인 스크린의 개념인 수상기 대신

실재의 ‘요람’을 제작하고 기술적인 장치를 부착했다. 요람 위에 우유를 상징

하는 하얀색 액체가 침대에 설치된 모터의 진동을 통해 미리 뚫려진 구멍으로

흘러나가도록 설정해 놓은 장치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소재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 장치는 영상과 접목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우유가 흐르는 평면의 요람 위에 프로젝트를 통해 비춰진 영상은

요람에 눕혀진 아기가 보는 시점으로 촬영된 인물들의 영상을 담고 있다. 이

인물들은 중국의 평범한 가족의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중년(中年)부부와 노년

(老年) 부부들의 얼굴로 마치 아기에게 말을 하는 듯한 제스처[도10]를 보여준

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성은 정부의 계획생육(計劃生育) 정책이후

등장한 중국의 ‘421 형태’18)의 가족 구성을 상징한다.19) 중국정부의 강력한 정

책으로 인해 형성된 중국의 가족 구성은 오늘날 다양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

키고 있다. 한 자녀를 키우는 부부와 조부모들의 과도한 열정과 관심은 부작

용을 불러일으키고, 반세기가 흐른 뒤 발생하게 될 가족 부양 문제는 이미 중

국사회에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왕공신은 미디어 아트의 매체의 활

용을 통해 동시대 중국 사회의 단면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초기 중국 미디어 아트 전개에 있어 주요 작가들은 중국의 특수한 사회문

화적 환경과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경험

들을 반영하는데 있어 우회적이고 상징적인 설치와 행위예술을 바탕으로 한

비디오 작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일부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상징적인 설치와

행위예술보다 비디오 영상이라는 강력한 시각매체를 통해 직접적이고 서술적

인 비디오 그래피 작업을 선보였다.

천샤오슝(陈劭雄,1962~)은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과 그 도시를 살아가는 인물

들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작품을 발표해왔다. 1996년 제작된

18) 421형태: 1980년부터 인구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생육(計劃生育)이 시행된 이후 등장한 가정구조로

써 한 자녀를 둔 부모가 4명의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형태를 의미한다.

19) 왕공신 홈페이지: www.wanggongx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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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도11]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등장한다.

고층 건물로 이뤄진 지평선, 넓은 도로, 도시의 새로운 교통수단 등의 도시의

상징적 공간들이 카메라 앵글 안에 포착되는 과정에 있어 그는 투명 아크릴판

을 사용한다. 카메라와 풍경 사이에 놓여진 투명 아크릴판 위에는 도시화를

이룬 인류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는 전쟁의 도상들이나 도시의 외관에서는 드

러나지 않는 도시인들의 사적인 장면들이 아무렇게나 그려져 있다. <풍경>

연작으로 이듬해 두 번째로 발표된 영상은[도12]은 도시에 살아가는 각계 각

층의 인물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다. 영상에서 작가는 다양한 직업, 나이, 성

별을 갖고 있는 인물들에게 ‘풍경’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을 던진다. ‘기억 속

이상적인 풍경’, ‘인공과 자연의 풍경’, ‘기억과 현실의 풍경’ 등 풍경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진 이 영상 작품은 우리 주변의 풍경과 우리의 관계를

환기 시키고 일상의 풍경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

다.20) 특히 급속히 변해가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은 찰나의 순간과 같은

풍경의 모습을 외면 한 채 살아가고 있다.

왕젠웨이(王建伟)는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간직한 장소나 인물을 다큐멘

터리적인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는 푸코(michel foucault), 들뢰즈(gilles

deleuze), 브리디외(pierre bourdieu) 로부터 영향을 받은 후 사회학적인 관점으

로 바라본 주변의 환경을 기록한 영상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밝혔다.21) 그의

의도가 잘 드러난 대표작으로 1996년부터 제작된 <생산(生产)>[도13]을 꼽을

수 있다. 자신의 고향인 쓰촨성(四川省)의 대표 도시인 청두를 중심으로 주변

의 7곳의 현(縣)과 5곳의 향진(鄕鎭)을 다니며 각 지역의 위치한 대표적인 공

공장소를 관찰하고 지역의 역사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대표적 공공장소는 각 지역에 유명한 차관(茶馆)

이었다. 차관은 중국의 지역적 향토성과 문화적 특징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20) 천샤오시옹 홈페이지: www.chenshaoxiong.net.

21) 吕澎, 위의 책, 2006, p.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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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문화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1999년 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농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삶은 다른 곳에(生活在

别处)>[도14]를 발표했다. 그는 평범한 농민의 일상을 모습이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통해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사실적으로 묘사했다.22)

천샤오슝과 왕젠웨이는 공통적으로 영상이라는 시각 매체를 통해 동시대 변화

하는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이들에게 영상은 기술적인 의미로

보다 역사를 좀 더 진실하게 반영하고 현실을 전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

드는 도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실용주의적 시각을 이용했지만, 그 내면에는 개인과 역사, 문화의 기

억을 담고자 했다.

초기 비디오 아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중국의 미디어 아트는 1990년대 후

반에 이르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는 미디어 환경의 영향아래 새로운 변

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활성화되며 각종 디지

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디어 작품들이 등장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진화와 발전은 미디어 아트의 표현의 영역을 확

장하며 가상과 허구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냈다.23) 특히 초기 중국 미디

어 아티스트들이 미디어를 현실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관점에서 수용했다면 디

지털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창조해내고 이를 통해

상호소통적인 미디어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24)

1990년대 중국 사회에 유입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가운데 ‘컴퓨터 게임’을

매체로 활용하며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 작품 형식을 선보인 펑멍보(冯梦波,

1966~)는 중국 미디어 아트의 다원화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써 평

가된다. 그는 일찍이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을 발표했는데, 1994년 제작된 <개

22) 왕젠웨이 홈페이지: www.wangjianwei.com

23) 邱志杰, 吴美纯,, 『影像与后现代』, 湖南出版社, 2002, pp. 56-60.

24) 刘立宇, 「新媒介于中国当代艺术变革」, 中国艺术研究院, 2010, pp.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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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첩(私人照相簿)>[도15]은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상

호작용성을 통해 소통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작가는 3대에 걸친 가족

사가 담겨 있는 사진과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오래된 책과 영화, 음

악 등을 디지털화 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켰다. 프로그램화된 각종

이미지와 음향은 관람자에 의해 선택되어 재생되며 동시대를 살아온 관람자들

과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의 이 작품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

해 감상자와 작품이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아트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써, 펑멍보는 이 작품을 계기로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다. 펑멍보는 1994년부터 개인적 관심 대상인 ‘게임’의 여러 상징적

인 도상을 중국에 전통적인 도상과 접목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Game over :

장정(游戏结束 : 长征)>[도16] 은 1930년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일어난 공산

주의 혁명 ‘대장정’25)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정치, 심리적으로 많은

상징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이 사건은 작품의 소재로써 펑멍보의 게임 이미지

와 접목되어 그 역사성을 상실하게 된다. 1997년에 발표한 <지취Doom산(智取

Doom山)>[도17] 또한 유사한 형태로써 호러 액션 게임 ‘Doom'과 1970년대

제작된 현대 경극 <지취위호산(智取威虎山)>이 결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구

현한다. 경극 ’지취위호산‘의 영웅 양자영(楊子英)은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가

상현실을 호령하고 있다. 1990년대 제작된 게임을 접목한 미디어 작품은 궁극

적인 의미에서 그의 의도가 실현된 작품들은 아니다.’게임‘이라는 매체는

본래 참여자가 그 매체의 최종 성질을 결정짓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0

년대 발표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게임‘의 모티프로 한 미디어 작품이지만,

결정적으로 게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상호작용은 반영되고 있지 않

다. 1990년대 전반 동안 게임과 중국의 특수성을 시각적으로 접목시키는 형식

을 실험했다면, 2000년대에 이르러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인 상호 작용성을 작

품에 반영한 미디어 작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5)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역,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10, pp.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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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표한 <장정 : 총치(长征：重启)>[도18]는 1994년 발표한 <게임은

끝났다 : 장정(Game over : 장정(游戏结束 : 长征)>의 연장선에서 제작된 작

품으로 꾸준히 실험해오던 게임의 매체의 특징을 기술적으로 실현한 작품이

다. 작품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도상으로 ‘홍군(紅軍)’이 게임의 주인

공으로 등장한다. 감상자가 직접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 작품은

감상자의 실력에 따라 홍군이 코카콜라 캔을 무기로 삼아 설산초지(雪山草地)

를 건너고, 소비에트 시대의 붉은 광장과 뉴욕, 그리고 불길이 치솟는 우주로

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 해나갈 수 있다.

2. 미아오샤오춘(缪晓春)의 매체의 인식

미아오샤오춘( 缪晓春, 1964~)은 200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와 3D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대형 프린트와 3D 애니메이션 작품을 발표하며 중국 미디어 아

트의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그는 1995년 독일 카셀 국립조형예

술대학(Kunsthochschule Kassel)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뒤, 졸

업 작품으로 조각과 사진을 접목한 <과거에서 온 방문자(a visitor from the

past)>를 발표하며 기존의 회화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개념을 확

장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가 동시대 다른 중국 미디어 아티스트와 달리 새로

운 매체에 대한 수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화뿐 아

니라 조각,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훈련할 수 있었던 독일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26)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그

는 주제와 형식의 적절한 조화가 작품에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27)

<과거에서 온 방문자>는 1999년 졸업 작품으로 처음 발표되었고 유학을 마

26) 미아오샤오춘의 인터뷰,「사진의 배후와 이후는 무엇인가」,『사진』, 2007.1, p. 74.

27) 미아오샤오춘의 인터뷰, 위의 글,『사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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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귀국한 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이어 제작되어 총 33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작품은 사진이라는 결과물로 완성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제

작된 조각이 특정한 장소에 설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조각은 서구의

새로운 환경에서 문화적 충돌을 체험한 자신을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이렇게

제작된 인체 조각에 문인사대부의 전통 복장[도19]을 착용시킴으로써 서구의

세계를 찾아온 동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써 표현되었다.28)

과거의 문인사대부의 복장을 하면서도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이 인체

조각은 그가 서구라는 외부 세계와의 충돌을 경험한 특정한 장소에 설치되고

촬영되어 최종적으로 사진 매체로 완성되었다.

<과거에서 온 방문자> 연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제작된 <도착(到达)>

[도20]은 인체 조각이 카셀 기차역(驛)에 설치된 장면을 담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막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한 인물의 주변은 낯선 적막이 흐르고 있

다. 끝없이 출발과 도착이 반복되고, 기대와 아쉬움이 공존하는 역은 특유의

역동적인 분위기와 유동성을 그 고유한 특징으로 갖고 있다. 본래의 장소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고요한 역 계단에 홀로 서있는 인체 조각은 마치 새로운

세계에 고립되어 방황하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새로운 세계

에 대한 낯설음으로 제작된 작품은 이후 독일의 평범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저

녁 식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공원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을 통해 철저히 소외된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미아오샤오춘의 초기 작품은 작가 자신의 인체와 관련된 조각이 특정한 장

소에 설치된다는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1950-)를

떠올리게 한다. 자신의 몸을 틀로 하여 인체 조각을 제작한 뒤 특정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장소를 맥락화 하고, 인체를 경험의 대상으로 현실화하는 점을

통해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인체조각

28)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이 인체 조각은 이후 3D로의 매체의 전환을 꾀한 뒤에도 미아오시아오춘의 작

품 형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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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안토니 곰리의 인체

조각은 어떠한 대상물의 재현으로 사용되었던 전통적 개념의 조각에서 벗어나

작품이 놓인 환경을 환기시키는 기준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으로 제작된다. 실

물뜨기(life-casting)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인체를 사용하지만 인간의 외관을 모

방하는 전통적 인체 조각에서 벗어나 세부 형태가 사라진 단순화된 인체 형상

을 만들고자 했다. 그에 반해 자신의 얼굴을 닮은 인물조각을 제작함으로써

대상을 구체화 한 미아오샤오춘의 인체 조각은 개념적으로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안토니 곰리의 작품이 현대미술사 안에서 조각으로 분류되고 있고 ‘설

치’의 형태로 감상자와 소통하는 것과 달리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은 최종적으

로 사각 프레임 안의 구현된 사진 형식으로 감상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작품의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인체 조각이 특정한 장소에 설치

됨으로써 감상자들이 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몰입하며 장소와 공간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작품은 두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1997년 제작된 앤토니 곰리의 <완전한 이방인(Total Strangers)>[도21]은 독

일 쾰른(Cologne) 도심 한복판에 철로 제작된 인간 형상의 조각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인체 조각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지

만 각자의 길을 향해 바쁘게 지나가버리는 흐름 속에 혼자 외롭게 서있는 모

습으로 보인다. 산업혁명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대량생산과 소비로 이어

졌고 끝을 모르고 확산되는 소비 풍조가 만연되면서 인간보다 물질이 더 중요

시 되는 사회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각

박해지는 대중사회에서 점차 소외되는 인간을 떠오르게 한다. 그리고 앤토니

곰리의 인체 조각은 낯선 서구 사회의 역에서 또는 광장에서 고립되어 있던

미아오샤오춘의 인물과 중첩되는 이미지를 보인다.

낯선 세계에서 소외된 인간을 주제로 한 다른 작품으로 미아오샤오춘이 1999

년 독일에서 제작한 <공중전화박스(电话亭)>[도22]를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은

어둠이 드리워진 저녁, 길가에 서있는 전화박스와 그 안의 인물을 포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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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화박스 안의 인물은 전화를 외면한 채 어둠과 정적을 배경으로 정면

을 응시한 채 서있다. 출발과 도착, 기대와 아쉬움이 뒤섞인 역에서 그 어떤

감정보다 낯선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앞세웠던 인물은 또 다른 소통의 매개

체 앞에서 고립되어 있다.

1999년 시작한 <과거에서 온 방문자> 연작은 독일에서 발표한 총 6점의 사

진으로 완성되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한동안 제작이 중단되었다.

애초에 서구 세계와의 낯선 만남이 시발점이 되었던 작품인 만큼 귀국 한 뒤

그에게 이 연작이 지속 되어야 하는 그 어떤 정당성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1년부터 이 연작은 다시 제작되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자신의 고국인 중국을 배경으로 연이어 제작되었다. 독일에서 제작된 전작들

은 서구의 세계로 간 동양의 정체성, 과거에서 현대로 온 동양인을 상징하는

조각적 요소가 서구라는 환경적인 요소와 대립되면서 시각적인 표현의 극대

화를 이룰 수 있었다. 즉 동서양의 충돌이라는 주제의식이 인물과 공간, 동양

과 서양, 조각과 사진이라는 여러 요소들과 적절히 융합되었던 것이다.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문화적 충돌은 마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귀국 후 발견 된 고국의 새로운 모습은 서구에서 느꼈던 문

화적 충돌보다 더 강력한 상실감과 이질감을 느끼게 했다.29) 독일에서 제작된

전작들은 서구의 특정 장소에서 타자화 된 동양인의 인체조각의 작품의 주요

한 맥락이 되었다면, 중국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매체의 변환에서 인체 조각

이 설치되는 장소의 상징적인 요소들까지 철저히 고려되었다.

첫째로, 서구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흑백 프린트로 제작되어 일종의 초현실

적인 풍경으로 다가오지만, 중국에서 제작된 2002년 이후의 작품들은 현실성

에 있어서 보다 높은 효과를 보이는 컬러 프린트가 사용되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장소의 특정성 즉 중국의 과거와 현대가 대비되는 각종 요소들이 작

품에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했다.

29) 顾真清, 「蜃楼：缪晓春的影像」, www.miaoxiaochun.co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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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자의 동상이 서있는 거리에 서구의 유명 브랜드 마크가 즐비한

자동차 정비소가 위풍 당당히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 시대와 어

울리지 않은 문인사대부 복장을 한 채 정적인 자태로 더욱 존재감을 드러내

는 인물이 화면의 대립을 구성한다.30)[도23] 또 다른 작품에서는 중국의 평범

한 일상이 이뤄지는 뒷골목, 회색빛의 단조로운 건물 가운데 눈에 띠는 장면

이 있다. 밀로의 비너스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골목의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으며, 담장 위에는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화려한 장식의 코

린트 양식(Corinthian order)의 주두(柱頭)가 놓여 있다. 일상의 공간에 침잠

된 서구의 상징물들 속에 작품 속 인물은 황망한 채 길을 잃고 서있다.31) [도24]

미아오샤오춘이 서구에서 경험한 문화적 충돌, 낯설음, 이질감과 같은 감정

은 일찍이 타자의 세계로 인지한 대상에 대한 것으로 즉 예고된 결말이었다.

하지만 고국에서 느끼는 낯설음은 그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1999년에서 2003년까지 5년간 진행된 <과거에서 온 방문자>는 주제와 형

식, 그 양자의 측면에서 미아오샤오춘의 미디어 아트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

다. 전통적인 회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인식과 수용으로 시작된

연작의 후반부에 다다르면 그의 작품이 기술적인 요소를 반영한 미디어 작품

으로 확장, 전개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연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2003년

에 제작 된 <공(恐)>[도25]은 종전의 사진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

식의 변화가 등장한다. 서구의 특정 장소와 중국의 현대적인 풍경 즉, 외부

세계와 대립항을 이루지만 그것을 들키지 않은 채 풍경 속에 침잠되어 있던

인체 조각이 <공>에서는 불현 듯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화면 전면에 배치되

어 있다. 뿐 만 아니라,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있어 작가는 인물을 화면

위에 수차례 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컴퓨터 작업을 통해 복제된 인물들

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편, 여전히 외부의 세계에 동일시되지 못하는

30) 미아오샤오춘(缪晓春), <격세(隔世)>, 2002, C-print [도판23]참고.

31) 미아오샤오춘(缪晓春), <봄의 축제>, 2002,C-print [도판2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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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일종의 보호막으로 감싸고 있다. 이 물방울 형태의 보호막은 종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구현된 가상의 이미지이다. 1차적으

로 풍경과 인물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현실을 재현하면서도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인물과 풍경의 간극을 묘사한 <공>은 이후 그가 창조하게 될 가상

의 공간을 예고한다. 또한, 이 복제된 인물과 가상의 이미지는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의 단서를 제공한다. 동서양의 문화적 충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그는 타자를 통한 자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과정은

작품 속에 오롯이 반영되었다. 특정 장소에 놓여 진 조각이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그를 통해 특수한 집단의 역사를 통시적

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듯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곧 그의 주제가 자신의 정체성에서 집단의 정체성

으로 확장되고 문화, 역사, 정치와 같은 집단의 세계관이 반영된 새로운 풍

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풍경은 구체적인 인물 형상이나 실재하는

공간과 같은 한정된 대상으로는 구현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

만 물리적인 환경보다 더 실재감이 느끼는 세계로써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이

그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 방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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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아오샤오춘(缪晓春)의 작품 분석

1. 형식적 분석

(1) 디지털 미디어와 차용

디지털 기술은 정보와 미디어의 디지털 화에 한정되지 않고 예술의 표현 형

식과 작품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미디어는 단

순히 사물이나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탄생 시킨다. 즉, 디지

털 미디어를 통해 구현된 미디어 아트는 동시대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시대를

반영하며 사회와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서사적 구조 등을 창조한다.32)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구현된 초기의 시각 이미지는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컴

퓨터의 평면 스크린에 배치한 형태였다. 이러한 방식은 평면의 이미지로 현실

의 공간성을 구현한 것이었는데, 이후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현실의 공간

을 뛰어 넘는 가상공간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에서의 가상공간은 고대부터 지속되던 논의의 대상이었다. 플라톤은 가상

세계를 이성과 불연속적으로 자기 동일자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욕망과

이미지의 흐름이 지배하는 세계로 보았다. 즉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채

워지지 않는 꿈과 상상이 분출되는 욕망의 공간이었다.33)

헤겔은 예술적 가상에 관련해 “예술은 바로 가상 속에서 스스로 참된 것에 현

실성을 부여하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의미의 가상화가 아니라

특수한 방식의 가상화 일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34)

이와 같이 기존의 예술에서 ‘가상’의 의미가 이데아적인 가상이자 이상적인 이

32) Stocker,G, 김형기 역, 「대중적인 디지털 아트, 필수불가결한 분석」, ‘2009 인천 국제 디지털 아트페

스티벌’, 2009, pp. 38-40.

33) 철학 아카데미, 『철학의 21세기』, 소명출판, 2002, p. 121.

34) 최문규, 「자율적 예술과 가상 헤겔 미학에서의 가상 개념에 관한 연구」, 『독일문학』, 한국 독어독

문학회, 1998, p. 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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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표현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가상’은 미디어에 의해 생

성된 새로운 공간성에 주목한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한 컴퓨터 그래픽으

로 구현된 가상공간은 상호작용적이면서 극도의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냈다. 특히, 3D 프로그램의 개발로 미디어의 환영적인 특성은 공간의 확

장을 통한 감상자의 강력한 몰입을 가능하게 해준다.

미아오샤오춘에게 가상은 모니터 속에 만들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이다. 그

의 가상에 대한 인식은 제프리 쇼(jeffrey shaw)의 1991년 작품인 <가상 미술

관(the virtual Museum)>[도26]과 유사하다. 비 물질화된 예술작품과 그 전시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컴퓨터 설치 작품에서 텔레비전은 미술관이며 작품은

텔레비전 안에 존재하는 이미지이다.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에 표현되는 존재

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미지인 것이다.35)

이와 같은 가상의 개념이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된 <가상 최후의 심판(虚拟最后的审判, The Last 

Judgement in cyberspace)>이다. 그는 이 작품 제목에서 ‘가상’이라는 단어를 직

접적으로 사용하는데 영문 제목을 살펴보면 미디어 아트에서 가상으로 번역되

는 ‘virtual’이 아닌 ‘cyber space'가 적용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그에게 가

상이란 실재처럼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보다, 비현실적이고 몽환적

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36)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듯하다. 미디어 아트

에서 가상공간은 넓은 의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환경

임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만들어진 미아오샤오춘의 공간을 사이버스페이

35) 장연이, 「디지털 미디어 아트에 표현된 가상 공간에 과난 연구: 수용 양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

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 89.

36) 과거에 ‘사이버 스페이스(cyver space)’는 ‘가상 현실(virtual space)’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사이버 스페이스’란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소

통하는 공간으로써 보다 넓게 통용된다. 하지만 미아오샤오춘은 초기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으로써

1984년 월리엄 깁슨의 SF소설인 ‘뉴로맨서’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를 인식하고

제목으로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윌리엄 깁슨, 김창규 역, 『뉴로맨서』, 황금가지, 2005, pp.

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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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볼 수 있다.

또한, 미아오샤오춘의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구현된 세계를 ‘가상현실’로 인

식한다면 그에 대한 해석은 스티븐 윌슨(Stephen wilson)이 가상현실의 예술의

전개에 대해 범주화한 몇 가지 예 중, “은유로써 가상현실 세계(the virtual

reality world as metaphor)”에 근접하다.37) 그가 컴퓨터를 통해 구성한 사이버

스페이스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의 합성으로써가 아니라 주제를 표현하는데

있어 물리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개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온 방문자>에서 사용된 구체화 된 인물의 형상과 실재의 풍경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없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기호와 상징물을

가상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구현하는 것이 그가 디지털 미디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미아오샤오춘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로 3D 프로그

램(3D max)을 사용한다. 3D그래픽은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를 3D 형상

으로 모델링하는 와이어 프레이밍(wire framing)의 과정을 거치고, 텍스쳐 맵

핑(taxture mapping)을 통해 대상의 표면에 질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빛과 어

둠을 통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알고리즘

(algorithm)으로 구축되며 모든 요소와 과정이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 데이터

와 알고리즘은 렌더링(rendering)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완

성된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신체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포토 모델링을

통해 와이어 프레이밍의 과정을 거치고, 작품 주제와 그가 구현하고자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텍스쳐 맵핑을 실행한다. 이렇게 구현된 그래픽 이

미지는 대형 프린트 된 형식으로 완성되거나 가상의 카메라(virtual camera)를

통해 프레임을 갖게 되며 움직이는 이미지로도 제작되어 3D 애니매이션의 형

식으로도 제작된다.38) 그의 미디어 작품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혼용되며,

37) Stephen wilson, 「information arts: intersections of art, science, and tech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2002, pp. 694-725.

38) 巫鸿,,「缪晓春的最后审判」,2006, www.miaoxiaoch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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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제의 작품이 3D 프린트와 3D 애니메이션으로 동시에 제작된다. 디

지털 미디어로 구현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점에 있어서 그 기본 구성은 동일

할 수 있으나, 움직임의 유무에 따라 각각의 작품의 주체와 작가가 전달하고

자 하는 목적이 조금씩 상이하다. 예를 들어, 3D 프린트는 원작의 구성을 최

대한 반영하며 전체 화면의 구성을 통해 ‘재해석’이라는 차용의 개념을 전달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에 반면, 3D 애니메이션은 작가가 의도한 시점을

통해 관찰되는 사이버스페이스 공간을 주목하고 있는데 화면 일부를 보다 집

중적으로 드러내고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작품의 주제의식이 적극적으로 표현

된다.39) 디지털 미디어 작품이 “디지털 정보와 인간의 지각이 만나는 지점이

다.”40)라는 정의에 따르면 미아오샤오춘은 3D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그 지점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미디어 아트와 관련하여 기술복제

시대를 예로 들면서 종교적 성격을 벗어버린 예술은 보다 실천적이고 정치적

인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전통 미학의 패러다임이 엘리트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었다면 벤야민은 복제기술을 이용한 예술작품은 보다 실

천적이고 혁명적인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그의 이

러한 예견은 패러디와 차용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미아오샤오춘의

예술 경향으로 확인되고 있다.41)

차용(借用, appropriation)은 '그 자신의(proper)‘ 혹은 ’자산(property)‘을 의

미하는 라틴어 ’propius‘에서 유래한 단어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appropriation'의 사전적인 의미는 유용, 전용, 어떤 목적

을 위해 돌려쓰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현대 미술에 있어서 차용

은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빌려온다는 개념에서 나아

가 그것을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키거나 재구성하여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하는

39) 미아오샤오춘 인터뷰, 「始乱终弃：2006 中国当代社会学图像」, 王寅, 2006.6.

40) Heim M, 여명숙 역,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 세상, 2001, p. 262.

41) 발터벤야민, 반성완 역, 『문예이론』, 민음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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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방법을 가리킨다.42) 다시 말해 차용은 의도를 가진 모방이고 모방의 과정

에서 각색을 하여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미아오샤오춘은 서구 고전회화의 여러 종교적 도상들을 해체하여 자신의 의도

에 맞게 독자적으로 변형시키고, 이를 다시 알레고리43)와 현대적 상징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다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그는 작품을 통

해 미술사적 전통, 작품의 지적 소유권에 도전하고 원본성을 파괴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 그리고 역사적 문제들과 같은 미술 외적인 것들과의 연관

성을 드러내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안에서 차용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

서구의 고전 회화를 차용하여 전통적인 회화의 구성을 동시대 일상의 풍경

으로 재현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로 도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체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창조하는 형식은 미아오샤오춘 뿐 아니라 동시대 현대미술 영역

안에 자주 활용되어왔다.

제프 월(Jeff wall, 1946~)은 특정한 고전 회화의 주제와 구도를 동시대의

일상적인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44) 월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 깊게 몰두하며 화면 구성에 등장하는 여러 조형장치, 예를 들어 빛과

어둠, 공간 설정, 등장인물의 제스처와 배치 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받은

자극과 영감으로 발전된 작품을 차용의 형식으로 풀어냈다. 1999년 완성한

<아침청소(Morning Cleaning)>[도27]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 얀센스

엘 리가(Pieter Janssens Elinga)의 <화가와 책 읽는 여자와 청소하는 하녀가

있는 실내(Interior with Reading Woman and Sweeping Maid)>[도28]에 사

용되었던 전통적인 조형적 탐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사진으로 제작한 작

42) H.H 에너슨, 이영철 역, 『현대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널 아트, 1991, p.697.

43) 여기서 알레고리는 어떤 추상적 금기적 종교적 개념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빌려서

나타내는 방식이다. W.행크만, K.로터, 김진수 역, 『미학사전』, 예경, 1998, p. 200, 한계전, 『문학개

론』, 미진사, 1990, p. 30.

44) 김소희, 「Jeff Wall 작품연구 : 패러디적 특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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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17세기 네덜란드 실내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물들 그리고

화면의 깊이와 공간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들을 통해 근대적 조형적 본성을

탐구한 그는 회화적인 공간, 테이블 의자, 전형적인 인물의 시선,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작품에 반영하였다. 먼저 월의 사진의 전체 구도는 실내에서

바닥을 향해있는 청소부와 유리벽 뒤편의 여성 누드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는 원작의 하녀와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남자인물로 이루어진 화면의

배치와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월의 사진에서의 인물의 시선, 표정, 제스처

도 원작의 회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빌 비올라(Bill viola, 1951~)는 1990년을 전후하여 거장들의 회화에서 영감

을 얻어 그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르네

상스 회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회화에 나타난 도상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자신의 감정적 표현을 전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종교화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무대세트와 조명 그리고 배우들을 연기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45) 그리고 그 장면을 고속 촬영한 뒤, 영사 속

도를 조절하는 영상 편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LCD의 선명한 색감과

화면의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46) 그가 대표적으로 고전 회화에서 이미

지를 차용한 작품은 1995년 <인사(the greeting)>[도29]이다. 누가복음 1장

39절-42절47)의 내용을 재현한 제이콥 폰토르모(Jacopo da Pontormo)의 <방문(the

visitation)>[도30]을 차용하고 있는데 원작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화 장면을

재해석하며 현대적인 소품과 연출로 꾸며진 무대를 원작의 선명한 색감의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재생 속도를 조절한 이 작품은 언뜻 회화처럼 보

이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이미지로써 감상자에게 인식되면서 극적인 몰입도

45) 윤보숙, 「빌 비올라와 게리 힐에 있어서 인간이미지의 표현: 신체이미지의 파편화와 서사를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6) 최지원, 「빌 비올라의 1990년대 이후 작품속에 표현된 죽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47) 한 여인이 엘리자베스에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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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사하게 된다. 빌 비올라의 경우 르네상스 고전 회화를 집중적으로 차

용하고 있다는 점과 2차원의 회화를 3차원의 공간에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

에 있어서 미아오샤오춘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빌 비올라가 차용

의 형식에 있어 무대 장치, 연출, 고속촬영과 같은 기법을 더해 자신만의 작

품 형식을 구현하듯, 미아오샤오춘은 차용에 있어 3D 프로그램을 실천 도구

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아오샤오춘은 고전의 평면 회화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3D프로그램을 사용했다.48) 또한, 원작의 회화의 구성을 형식적으로 해체하는

것 이상으로 원작에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그의 차용

에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구현된 새로운 공간과 이미지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작가의 세계관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의 작품은 여타 미디어 아트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과거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사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되는 시기에 맞물려 미디어 아트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환기에서

형식적으로 사진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고전회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변화를 보인다. 미아오샤오춘은 3D라는 현대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미디어가

갖고 있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보하는데, 정작 시각적인 이미지에 있어 시

대를 역행하는 서구의 고전 회화를 차용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은 그의 미디

어 작품에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은 형식적으로 서구의 고전회

화를 차용하여 3D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사이버스페이스로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겠으나, 그 내면에는 원본성의 해체, 현대적 재해석, 동양적 세계관의

발현 등의 주제의식을 간과할 수 없겠다.

미아오샤오춘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의 <최후의 심판

48) 미아오샤오춘의 인터뷰, 「在虚拟的三维空间里再造米开浪基罗」, 『中国摄影家』, 北京, 2007,

pp. 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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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judgement)>을 차용한 <가상 최후의 심판>을 시작으로 니콜라스

푸생(Nicolas Poussin)의 <바카날(Bacchanal)>, 루카스 크라나토(Lucas

Cranach)의 <청춘의 샘(Fountain of Youth),1546>,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의 <대홍수(The Deluge)>등의 회화를 차용한 <H2O>, 히로니뮈

스 보스(Hieronymus Boshch)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을 재해석한 <좌

천관정(坐天观井)>등을 발표했다. 디지털 미디어와 차용이라는 대표적인 형

식적 특징을 통해 전달하고자했던 그의 주제의식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형식적인 측면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

겠다.

(2) 탈 이원론적 관점에서의 신체이미지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신체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사회를 살고 있

는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미디어 아트에서 신체에 관한 이

슈, 즉 보여 지는 신체와 그 보는 행위를 하는 신체는 중요한 문제이다. 신체

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 혹은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다양

한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신체의 언어는 아주 감각적이고 금

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어서 예술가들은 신체의 감정이나 감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은유적 표현과 형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49)

신체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신체 미술(body art)로써 1960년대 후반 미니멀

아트(minimal art), 개념 미술(conceptual art)의 대두와 더불어 그 필수적 이

론인 개념과 실행이라는 명제 하에 다양한 미술 형식으로 표현 되어왔다. 물

건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행동조차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신

체는 예술의 행위자로서 그리고 재료로서 사용되어 왔다.50) 신체 미술가들은

49) 윤보숙, 「빌 비올라와 게리 힐에 있어서 인간 이미지의 표현: 신체 이미지의 파편화와 서사를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p. 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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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유한 자전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거나 예술적 관념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나 신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행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결과물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미아오샤오춘의 미디어 작품에 등장하는 신체 이

미지는 형식적으로 작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작품의 소재로 반영했다는 점과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데 있어 신체 미술가들의

입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아오샤오춘의 신체 이미지는 3D프로그램의 포토 모델링 과정을 통해 구

현된다. 자신의 몸을 수백 장의 사진으로 기록하고, 석고로 신체 일부를 실물

뜨기(life-casting) 하는 방식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세계에 구현되

는 인체 조각은 실제와의 외관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인체 조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자신의 실제적 경험을 담고 있는 수단으

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극도로 사실적인 신체 이미지

를 구현할 수 있는 3D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도 사실적인 묘사가 최대한 배

제된 신체 이미지를 작품에 반영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신체 이미지가 사

실적으로 묘사된 인물형상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화 된 인간의 모습으로 보

여 지길 원했던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51) 그는 신체 이미지가 스스로

특정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신체 그

자체로써 인식되어 감상자로 하여금 인간 자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작용되도록 한다.52)

이와 같이 서술적이며 재현 중심의 전통적 인체 조각을 부정하고 존재의 보

편적인 의미 자체를 상징하는 방법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틀로 인체를 구현53)

해내는 방식은 조각가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를 떠오르게 한다.

자신의 몸을 원형으로 틀을 만들어 석고로 뜨는 과정을 통해 인체 조각을 만

50) 전혜숙, 「뉴미디어 아트에서의 신체성」, 『美術史學報,』, 제33호, 한국미술사학회, 2009, p. 362.

51) 미아오샤오춘 인터뷰, 「虚拟名作：最后的审判」, 『photo影像』, 2006.9.

52) 미아오샤오춘 인터뷰, 黄笃, 「缪晓春：坐天观井式的当代寓言」, 2009.  

53) 김은영, 「Antony Gormley의 인체조각에 표현된 신체 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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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던 안토니 곰리는 자신의 신체를 통한 재현적인 형상을 제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몸을 캐스팅할 때 생겨난 개념인 ‘신체용기(body-case)’54)

로서의 결과물을 중시했다. 그는 실물 뜨기 방식을 사용하되, 인체 조각에서

는 잘 쓰이지 않던 납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세부형태가 사라진 단순화된 인

체 형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의 작업 과정과 인체 형상은 3D프로그램과 실

물뜨기 과정을 거쳐 구현되지만 보편화된 신체 이미지를 내세우는 미아오샤

오춘과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환영적인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현대사회의 세계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데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신체 이미지는 작품에 구현된 시간 속에 있는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과

직결된다. 시공간에 존재하는 신체 이미지의 표현은 곧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미아오샤오춘의 <가상 최후의 심판(虚

拟最后审判, The Last Judgement in Cyberspace)>[도31]은 미켈란젤로의 <최

후의 심판>[도32]을 차용한 작품이다. 원작에 등장하는 신체 이미지는 철저히

종교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신과 인간이라는 절대적 이원론에서 태어났다. 그

들은 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해 신과 인간, 선과 악,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맞는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다. 원작을 차용하는 과정 속에 원

작의 다양한 신체 이미지는 미아오샤오춘의 보편적인 인간형상을 한 동일한

신체 이미지로 치환된다. 신체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서구의 종교, 문

화, 사회적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된 탈 이원론적 세계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아오샤오춘 작품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는 일반화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의 도구이자, 작품의 주제가 되는 탈 이원론적 세계

관에 대한 지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54) 김은영, 위의 논문, 2005,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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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오샤오춘의 신체이미지는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해체하는 수단으

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자신의 몸으로부터

조각이 만들어 지는 그의 작업 방식은 남성인 자신의 신체를 보편적인 인

간의 신체 이미지로써 표현하게 되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상징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분법적 세계관을 상쇄시키는 가운데

화면의 주체가 되는 신체 이미지의 영향력은 결국 인간 중심주의의 서구

근대 세계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순점을 제공한다.

그의 이와 같은 딜레마는 일부 작품에서 또 다른 이미지의 변용으로 표현

되기도 한다. 그의 작품 <H2O>의 일부 장면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창세기>

를 차용하였다. 그가 창세기의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인 ‘아담과 하와’의 부분

도를 표현하는데 있어 형식의 문제가 가져다주는 딜레마를 현대적인 이미지

의 변용으로 보여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신의 신체

를 틀로 사용하는 작가에게 인체 형상은 ‘남성’이라는 성별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유로 ‘하와’를 표현하는데 또 다른 상징적 이미지를

차용하게 된다. 하와로 치환된 대상은 보통의 신체 이미지가 아닌 미의 여신

을 대표하는 조각인 ‘밀로의 비너스’이다. 그는 ‘밀로의 비너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창조한 신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

만, 한편으로는 밀로의 비너스가 하와가 되면서 생겨나는 우의적 표현에 대해

서도 밝히고 있다. 밀로의 비너스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미의 상징물이지만

어깨 아래의 부분이 소실되어 있는 조각이다. 다시 말해 팔이 없는 신체적 특

징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써 밀로의 비너스는 ‘하와’의 역할로써 대체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하와의 상징적인 행위,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저지를 수 없

게 된다.55)

미아오샤오춘의 신체 이미지가 서구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해체하면서도

여전히 서구의 인간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해석은 화면의 구성에

55) www.miaoxiaoch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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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는 신체 이미지의 물리적인 면에서 출발 할 수 있겠으나, 그의

작품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세계관을 보게 만드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우선 그가 서구의 고전회화를 처음으로 차용하

는 시도를 하게 된 작품 <가상 최후의 심판>은 미술사의 범주 안에서 가

장 많은 인물, 다시 말해 인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인간의 형상과

닮게 표현된 많은 구성원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분,

종교, 성별 등의 다양한 정체성이 동일한 신체 이미지를 통해 치환됨으로

써 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가 갖

고 있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인간중심

적 사고는 단순히 인간을 최고의 중심으로 의식하는 배타적인 성향의 세

계관이 아닌, 세계를 인식하는데 자신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그가 2008년에 발표한 <좌천관정(坐天观井,

microcosm)>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은 다음 장에서 구체

적으로 재차 다루겠지만, 신체이미지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의 확장

의 개념으로써 살펴볼 수 있겠다. 중문 제목인 <좌천관정(坐天观井)>은 사

자성어 ‘좌정관천(坐井觀天)’의 변용된 표현이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공통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영문 제목에서는 보다 작가의 세계관에 대한 탐구

의식이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microcosmos'는 ’소우주‘, ’소자연 ‘을 뜻하

는 단어로 고대 그리스부터 인간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56).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 대우주, 대자연에 해당하는

’macrocosmos'를 이해하는 표준적인 도구로써 인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물

론, 여전히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인간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것이 인간 우월주의의 관점이 아닌 세계관을 인식하는 과정 속

56) J.J, Pollitt, 『Art and Experience in Classical Gree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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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적 의미로써 해

석된다. 결국, 미아오샤오춘의 신체 이미지는 그가 구현한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구성요건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발생하며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류의 보편적이며 서사적인 이미지로 작품 안에서 끝없이 순환한다.

(3) 전통의 재해석

미술의 시각 이미지를 구현하는 매체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발전해왔

다. 기술은 항상 매체의 새로운 방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매체의 발

전은 궁극적으로 시각 이미지를 구성하는 시공간의 방법론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공간의 방법론에 있어 서구의 고전 회화는 소실점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선상에 시각의 주체를 위치시키는 원근법적인 시각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

다. 원근법적 시각체계는 오랜 시간 서구의 예술에서 시공간을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 서구의 원근법은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

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보이는 대상을 최대한 실재(reality)하는 시공간으

로 구현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곧 자신의 의식을 중

심으로 세계를 대상화, 도식화 시키는 데카르트(descartes)의 의식주체와 일

치한다. 이과 같은 해석은 원근법이 단순히 방법론적인 문제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서구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짓

는 관점을 구체화 시킨 장치였음을 알 수 있다.57)

대상을 ‘보다’의 관점으로 인식했던 서구인들의 시각체계와 달리 중국의

시각체계는 ‘보아간다’로 형용될 수 있다.58) 중국의 시각체계는 시공간을 표

현하는데 있어 ‘이동시점’이라는 방법론으로 귀결된다.

57)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58) 허유, 『마음으로 거니는 동양화 산책』, 다빈치, 2000, 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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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구의 풍경화가 원근법을 바탕으로 구현된 ‘시각적’ 대상이었다

면, 중국의 산수화는 이동시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시공간으로 표현되었

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시각체계를 구성하는 동서양의 방법론은 미아오샤

오춘의 미디어 작품에도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그는 서구의 고전 회화

를 차용한 미디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작의 전통적인 시각적

개념과 원리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방식을 보인다. 원작의 정지된 시각 이미

지가 움직이는 3D 애니매이션 형태의 작품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서구의

고전회화에 주요한 시각체계인 원근법59)이 해체되고, 다양한 시점이 적용되

며 평면회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시공간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점의 변화와 새로운 시공간의 등장은 곧 작품의 주제와도 직결된다.

예를 들어, 미아오샤오춘의 <가상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차용하되, 원작에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서구의 원근법적 시각체계와

세계관을 해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선보인다. 그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을 가

득 채웠던 하나의 시각 이미지를 3D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스페이스로 구현

하고, 5점의 시각 이미지로 전환하였다. 5점의 작품은 중앙의 소실점을 통해

하나의 시공간이 연출된 원작에서 벗어나, 정시도(正视图), 측시도(侧视图)[도

33], 부시도(俯视图)[도34], 후시도(后视图)[도35], 앙시도(仰视图)[도36]의 시점

에서 바라본 장면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원작과 달리 5개의 시점으로 구성된

작품은 중국 회화의 산점 투시(散点透視)를 새롭게 해석한 시도로 보인다.

산점투시가 고정된 시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야 내의 사물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를 한 폭의 작품 속에 서로 잘 어울리도

록 구성하여 몇 개의 서로 다른 시평선(視平線)과 초점이 생기게 하는 것이라

면,60) 미아오샤오춘은 원작에 새롭게 산점투시를 적용 한 뒤 5개의 화면으로

각각 분할 한 것이다. 산점투시의 전통적인 공간표현인 삼원법(三遠法)과 부감

59) 영상매체의 등장으로 생겨난 가상공간은 원근법적 방식으로 표현된 시공간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든

다.

60) 진조복,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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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俯瞰法)을 3D라는 현대적인 매체로 표현하고 있다.

미아오샤오춘은 5개의 시점으로 구성된 화면은 새로운 시각체계를 반영하는

형식으로써의 활용일 뿐 아니라, 원작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점에서 바라

보는 세계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밝힌바 있다.61) 원작에서 사용된 원근법이

인물들의 서사적인 상황을 관물(觀物)로써 ‘보는’ 시점으로 형용될 수 있다면,

미아오샤오춘은 직접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인물의 입장에서 그 상황

에 몰입하는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

식되는 시공간과 3D로 구현된 사이버스페이스의 시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62)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 즉 개인의 체

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담아서 그 세계에 대한 몰입도와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이와 같은 시도는 전통 수묵화에서 이동시점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산수화의 ‘와유(臥遊)’의 개념과 닮아있다.63)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포함한 서구의 고전회화에 사용된 원근법

은 평면의 화면에 구현된 이미지가 보다 실재의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라는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시공간의 실재성을 위

해 원근법 뿐 아니라 명암법, 사실적인 묘사, 다양하고 풍부한 색채를 통해

사실성을 전달 하고자 했다. 미아오샤오춘은 그의 작품에서 원근법의 해체

뿐 아니라 원작의 다양한 색채와 사실적인 인물의 묘사를 흑백의 화면과 단

순화되고 보편화된 신체 이미지의 인간형상으로 대체시킨다. 또한 그가 원근

법을 해체하는 과정, 즉 다양한 시점을 통해서 구현한 공간에서 새롭게 나타

나는 빈 공간은 새로운 시각적 장치를 통해 활용된다.. 공간의 깊이를 무한하

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장치로써 구름을 사용하고

있다. 대상의 사실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구름이나 안개를

61) 미아오샤오춘 인터뷰, 「虚拟名作：最后的审判」, 『photo影像』, 2006. 9.

62) 미아오샤오춘 인터뷰,

63) 김백균, 「‘타자’의 눈을 통해 본 자신의 모습 : 양푸동과 아이작 줄리앙의 작업에서 보이는 타자의 시

선」, 한국미술이론학회, 2001.12,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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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간의 활용을 보이는 점은 중국 전통 회화의 핵심명제인 ‘기운생동’으

로도 해석된다. ‘기운생동(氣韻生動)’은 남조(南朝) 제(齊)나라 사혁(謝赫)이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회화 육법(六法)중 첫 번째 항목으로 제기한 것

으로 구체적인 논술에서 그가 “비록 형사(形似)를 갖추지 않아도 여전히 상

당한 왕성한 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64)

미아오샤오춘은 인물의 재구성을 통한 내용의 전복, 인물의 움직임을 통한

시공간의 구현 등에 집중하며 원작의 사실적인 묘사의 표현기법이 서술적

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재현성을 상쇄시켰다.

64) 한린더, 이찬훈 역, 『한권으로 읽는 동양 미학』, 이학사, 201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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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분석

(1) 가상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서양 기독교 역사의 산물로써 특정 종교의 내세관을 잘

보여주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내세운 도상적 이미지이다. 사회

시사적 관점에서 당대의 시대정신과 상황을 담으며 기독교의 지배적인 이데

올로기를 바탕으로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신자들을 통제하는 장치

로도 이용되어왔다.65) 비잔틴 지역에서 최초로 탄생한 최후의 심판은 12-13

세기 이탈리아에 영향을 끼쳐 거대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 벽화로 발전했다.

13세기 프랑스 고딕성당의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영혼의 무게를 달고 있

는 미카엘 대천사와 사탄의 모습에서부터 14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지오토

(Giotto di bondone)가 스크로베니(The Scrovegni) 예배당에 그린 최후의 심

판[도37]에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사실적으로 재현된 인간적인 모습들까지

신 중심의 중세 기독교 사회가 서서히 인간중심의 기독교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15세기 플랑드르(Flandre)의 상인계급이 자신

의 부를 과시하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주문한 제단화의 천국과 지옥장면

을 보면 물질로 영혼을 구원을 살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이 표현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66)

오늘날 전해지는 최후의 심판 가운데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미켈란젤

로(Michelangelo Buonarroti)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제단화(The Sistine

Chapel Ceiling)[도38]로 그린 <최후의 심판(The last judgement)>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며 강렬한 작품으로 언급된다.

15세기까지 최후의 심판 도상은 다른 도상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리에

65) 박성은,『최후의 심판 도상 연구』, 다빈치, 2010, pp. 9-19.

66) 박성은,「15세기 플랑드르 제단화와 싸이코스타시아 연구: 저울, 영혼, 미카엘 대천사를 중심으로」,

『미술사 학보』, 제30집, 미술사학연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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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기 위해 철저히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의 조언과 감독 아래 제작되

었다. 하지만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그것도 교

황의 개인 예배당인 시스티나 예배당의 제단화로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

후의 심판은 전통적인 최후의 심판과 여러 면에서 큰 차이점을 지닌다.

이 작품은 16세기 초반 알프스 이북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종교개혁

의 교리와 이에 대항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조, 그리고 이교적인 신화가

함께 시각화되고 있다. 거대한 화면 속에 나타난 다양한 도상들은 종교적인

상징 외에도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종교적, 사상적, 정치적, 군사적인

다양한 사건이 얽혀 동시에 표현된 하나의 시각언어이다.

이와 같이 종교적 도상일 뿐 아니라 서구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최후

의 심판>을 자신의 미디어 작품에 있어 주요한 이미지로 차용하게 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작품 선정에 있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시점 ’의 전환이었다. 평면

의 회화에서 구현된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그 세계는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여 움직임과 소리

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시점으로 바라본 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점의 변화와 시공간의 새로

운 표현은 작품의 주제적인 측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평면의 회화를 3D 프로그램으로 치환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 그는

주제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작의 이미지를 찾

아보았다. 미아오샤오춘은 인터뷰를 통해 주제적인 면에 있어 세계관과

대상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고, 인물이나 풍경 등의 화면 구성요소에

있어 다양성을 갖춘 작품으로 <최후의 심판>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힌

다.67)

<최후의 심판>에 내재된 서구의 종교적 내세관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과

67) 미아오샤오춘의 인터뷰, 唐忠信,「图像+想像」,『Talkies Magazine』, hongkong,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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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회화의 구성요소는 그

가 차용을 통해 3D로 구현한 첫 번째 미디어 작품의 원작으로 선택될 조

건이 충족되었다.

2005년 최후의 심판을 차용한 <가상 최후의 심판>을 발표하기 이전 그는

동서양의 문화적 충돌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을 제작해 왔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상징적인 인체 조각을 제작하고, 특정한 장소에 설치

한 뒤 촬영하는 매체와 형식의 실험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제

작된 <과거에서 온 방문자> 연작은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미아오샤오춘이

새로운 매체의 인식과 수용을 하는데 있어 과도기적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제작되는 작품 주제의 면에 있어서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넓게는 동

서양의 문화적 충돌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앞세웠지만, 그 저변에는 타자화

된 서구의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자아 성찰적인 태

도가 우선시 된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질

문을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타자를 통한 자신의 발견이라는 방법론으로 발

전된다. 시대를 뛰어넘는 전통적인 회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하고자 했던 굳이

중국의 전통회화가 아닌 서구의 고전회화를 선택한 근거가 된다. 그는 서구

의 고전회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나아가 동양의 세계관을 찾고자 하는 시

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타자를 통한 자아의 탐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초기

작품을 통해서도 보여졌다. 하지만 초기작에서 다뤄졌던 자아의 탐구는 개인

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한 작품인 만큼 서구의 고전회화를 통해 찾고자

하는 세계관과 자아는 ‘우리’라는 대상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

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주제의식은 타자를 통한 자

아 인식으로 전개되고 자아가 속해있는 사회,정치,종교,문화의 세계관으로 시

야가 넓어진다.

특히 그의 세계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 대한 질문은 몇 년간의 작품에 공통

적인 주제가 된다. <최후의 심판>은 바로 이 거대한 주제의 포문을 여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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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의미를 지닌다. 세계관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로 그는 종교를 선

택했다. 신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관계로 형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신에

게 창조되었고 신을 통해 죽음의 선택이 결정된다. 심판자와 심판을 받는

자의 절대적 기준 하에 우리는 선과 악, 구원받는 자와 저주 받는 영혼들

사이를 오가게 된다. 미아오샤오춘은 바로 이러한 서구의 종교관을 부정한

다. 그가 찾고자 하는 세계관의 근원 즉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고 이야기 한다. 동일하고 보편적인 신체 이미지로 재구성 된 <가상 최후의

심판>은 이 종교적 내세관을 철저히 해체한다. 신과 인간, 남과 여, 선과 악

으로 구분되는 인물의 정체성은 모두 사라지고, 사이버스페이스 안을 부유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인물로 통일된다.

5개의 시점으로 바라본 사이버 스페이스는 5점의 프린트로 제작되는데 다

양한 시점의 적용과 3D 프로그램을 통해 평면의 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부의 공간이 노출되는 변화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화면의 변화는 바로

주제의 변용으로 이어진다. 신과 인간으로 구분되어있던 가상의 세계에서 소

외되었던 인물은 시점의 변화에 따라 화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첫 번째 정시도는 원작과 동일한 화면 구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동일한 신

체 이미지를 통해 치환된 인물들은 원작의 중요한 요소였던 신과 인간을 중

심으로 구성된 세계를 없애고 새롭게 재탄생된 시공간을 보여준다. 두 번째

후시도는 컴퓨터 카메라를 통해 정시도에 보여졌던 인물들의 후면부를 포착

한다. 평면의 회화에서 볼 수 없었던 뒤의 공간은 마치 카오스 그 자체로 아

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미아오샤오춘은 이 공간에 지오토(Giotto di

bondone)의 <최후의 심판>에 표현된 하늘의 태양과 달 즉 현대적인 관점에

서 보았을 때는 ‘우주’의 개념을 묘사했다. 또한 작품 하단의 뒷부분 지옥에

해당하는 이 공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로댕(Auguste Rodin)의 <지옥의 문

(La Porte de l'Enfer)>[도39] 과 들라크루와(Eugene Delacroix)의 <단테의

배(La barque de Dante>)[도40]를 참고했다. 평면의 회화에서 볼 수 없었던



- 41 -

공간의 뒤편에서 인간세계에 일어나는 참혹한 풍경을 관조하는 3명의 인물

[도41]은 로댕의 <지옥의 문> 상단에 있는 세 개의 인물 조각의 동작을 활

용했다. 작품 하단 ‘홍수’에서 인물을 구해내는 장면은 들라크루와의 단테의

신곡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도42]

세 번째, 원작에 등장한 어느 중년 여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공간의 이미지

이다. 미아오샤오춘은 그녀가 위치하고 있는 화면의 왼쪽 상단부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면 원작이 구현하고 있는 세계 전부를 보는 것이 가능 할 것이라

보았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한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는 인물의 모습으로써 표현된다.[도43]

앙시도는 하단부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각에서 제작

되어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 남아 저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받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날 이상적인 상황과 세계를 꿈꾸는 우리의 모

습을 투영할 수 있다. 몇몇의 인물들의 동작은 마치 현대 사회에 발생한 재

난 상황에서 구출되는 현대의 인물의 모습이 연출된다.[도44]

이처럼 5개의 시점으로 제작된 각각의 장면들은 대부분 동시에 제작되었으

나 그 중에서 미아오샤오춘이 의도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은 측

시도이다. 원작이 갖고 있는 작품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측면으로

바라보면 상에서 하로 줄을 서듯 장면이 연결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

으리라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측면으로 제작된 장면은 세로로 그려진 한 폭

의 산수화와 같은 느낌이 든다.68)

<가상 최후의 심판>을 구성하는 마지막 작품으로 3D 애니매이션은 원작

의 화면구성에 비교적 충실한 프린트 작품과 달리 작가의 주제 의식을 전

달하는데 보다 집중되어 있다. 영상은 시작은 이 작품의 출발점이 된 근본

적인 질문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WHERE

68) 미아오샤오춘의 인터뷰, 唐忠信,「图像+想像」,『Talkies Magazine』, hongkong,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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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I GO?'[도45]라는 질문은 그 어떤 시각언어보다 강력하게 주제의식을

표현한다. 7분여간의 영상은 프린트 작품과 달리 원작을 반영한 화면 전체

의 모습을 담지 않는다. 몇몇 인물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영상

은 서술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영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늘에서

부터 그 끝을 알 수 없는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도46] 영상의 첫 번째 인물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

계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듯이 등장하여 하늘에서 지상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 다다를수록 그 수를 알 수 없

는 수많은 인물들이 넓은 우주의 공간에서 떨어지며 군집체를 이루게 된

다.[도47]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이 끝없이 질문

은 화면의 영상과 함께 알 수 없는 인물의 육성으로 들리게된다.

<가상 최후의 심판>은 미아오샤오춘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서구

의 고전회화를 차용한 첫 번째 작품이라는 형식적 의미 일 뿐 아니라 서구

의 세계관을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로 나아가 세

계관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그의 내적인 고민이 출발한 작품으로써 의

미를 갖고 있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로 확장된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

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야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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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2O

물은 인간 정신을 비춰볼 수 있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예로부터 사상

가와 예술가들에게 은유적 대상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물이 가지고 있는 모

든 다양한 속성을 근거로 하여 물에 정신적 특성과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 특

히 물의 물질적 특성상 여러 다른 형태와 이미지로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하므

로 고대 철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은유적 표현이 가능했

다.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고 의도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물의 이미지는 도(道)와 동등한 개념이며 최고의 선(善)으로 여겨졌다. 중

국 철학자들은 물의 다양한 형태와 물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탐구함으로써 자

연의 섭리, 순환의 원리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물과 인간의 근원을 동일시하

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노장사상은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정신세계의 표현 수

단이자 명상의 대상이며 정신세계를 향하는 매개체로써 받아들여졌다.69)

전작 <가상 최후의 심판>에서 출발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생

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지며 <H2O>의 주제로써 연장선을 형성하

게 된다. <가상 최후의 심판>에서 그는 인간의 존재적 근원은 서구의 종교적

내세관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종교적 내세관을 부정하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쇄시킨 그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대상을 찾게 된

다.

미아오샤오춘이 인식하는 ‘물’의 상징성은 철학적인 해석보다 물리적인 성격

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우선 물이 실제로 갖고 있는 순환적 기능에 집중하

고 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그의 관심

은 그의 생명의 순환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동시대 ‘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처럼 그 대상을 철학

69) 권광호,「노자와 중국신화에 나타난 물의 상징성」,『인문과학논총』, 순천향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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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종교의 상징적 대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여타 미술 작품의 제목에서 사용되는 물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 물의 분

자식 기호 <H2O>를 작품의 제목으로 선택하는데 기인한다.

동시대 미디어 아티스트인 빌 비올라는 미아오샤오춘이 주목한 물의 순환

적 기능과 은유적 표현 기법 모두를 비디오 영상과 인터렉티브 장치를 통해

다룬 바 있다. 빌 비올라는 1970년대부터 선불교에 심취하며 자신의 비디오

작품에 불교적 순환론을 반영하였는데, 그의 순환론을 뒷받침하는 소재로써

물을 반영한 <그는 당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He weeps for you)>[도48]

를 발표했다. 그는 물방울이 수도꼭지의 끝에 천천히 맺혔다가 한 방울씩 떨

어지게 하는 장치를 만들고, 정면에 어안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장착하여 다

른 편에 설치된 화면에 영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떨어지는 물방울 앞에 관

람자가 서있게 되면 정면의 커다란 스크린에 나타나는 물방울 속에 담긴 자신

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물방울은 아래로 길게 늘어지다가 북 위로 떨어지

는데 관람자는 떨어지는 물방울을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대면하게 된다. 물

방울의 반복적인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 죽음과 재생의 순환론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70)

빌 비올라가 비디오 영상과 설치를 통해 ‘물’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세계

관을 표현했다면, 동일한 주제의식을 미아오샤오춘은 미술사적 태도를 바탕

으로 ‘물’의 본질적인 기능과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서구의 고전회화를 차용한 그의 미디어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원작을 통

해 사용된 <H20>[도49]는 ‘미술사 연구’라는 부제를 갖고 다양한 회화작품

에 등장하는 물의 도상, 상징성을 재해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미술

사적 태도로 ‘물’이라는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분류되

어 진행 되었다. 첫째는 미술사에 기록된 작품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물’의 시

각적 장치를 반영한 회화작품을 선택하여 재해석하는 형식을 보이고, 둘째는

70) 최지원, 위의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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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회화적 이미지에 ‘물’의 시각적, 물리적 특성을 부

여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첫 번째 분류를 대표적인 고전회화로써 루카스 크라나토(Lucas

Cranach)의 <청춘의 샘(Fountain of Youth),1546>[도50]과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의 <대홍수(the deluge)>[도51]를 차용했다. 루카스 크라나흐의 <청

춘의 샘>은 화면의 중앙에 자리 잡은 샘의 물을 통해 젊음을 되찾게 되는 인물

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미아오샤오춘은 원작에 담겨있는 ‘물’이 인간에게

주는 젊음의 혜택을 주는 모습을 3D로 보다 효과적으로 연출했다. 3D 애니매이

션에서는 샘으로 들어가는 노년의 여성이 샘을 빠져나와 젊은 여성으로 변하는

과정을 인물의 방향성과 인물의 행동 전후로 변하게 되는 신체의 색깔을 통해

묘사했다.[도52]

미켈란 젤로의 <대홍수>는 청춘의 샘에서 표현했던 생명의 시작으로써의 물이

아닌 생명의 끝을 상징하는 ‘물’로써 표현된다. 성경에서 <대홍수>는 인류의

종말을 안겨준 재난으로 묘사되는데, 원작이 담고 있는 참혹함 그대로를 3D를

통해 보다 강조하고 있다.[도53] 이 첫 번째 ‘물’의 차용은 이미지의 변형일 뿐

주제적으로는 원작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미아오샤오춘이 선택한 두 번째 분류의 고전회화로는 티치아노(Titien,tiziano

vecelli dit)의 <바카날(Bacchanal de andriens),1485>[도54]과 안토니오와 피에

로 델 폴라이우올로 형제(Antonio and Piero del Pollaiuolo)의 <성 세바스찬의

순교(Martyrdom of St. Sevastian),1475>[도55], 피테르 브뢰핼(Pieter bruegel)

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Christ carrying the cross),1564>[도56]가

차용된다. 이 세 점의 원작은 앞서 다룬 두 점의 회화와 달리 화면의 구성에

‘물’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미아오샤오춘은 원작의 등장하는 대상의

일부를 ‘물’의 기능적인 특징이나 물리적인 형태로 변형하는 방식을 통해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안토니오와 피에로 델 폴라이우올로 형제의 <성 세바스찬의 순교>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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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장면에서 인간의 원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를 본질적인 모습은 투명한 ‘물’로써 표현되고

있다.[도57] 또한, 피테르 브뢰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에서는 예

수를 바라보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성모마리아와 제자들을 물이 담겨져 있

는 그릇의 형태를 표현 하고 있다. 극도의 슬픔을 간직한 인물들 그리고 예수

에게 생명을 바치는 인물들의 모습을 슬픔의 눈물로, 생명의 물로써 은유하

고,71) 그 한정된 ‘물’을 담고 있는 용기로써의 인간의 육체는 유한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듯하다.

티치아노의 <바카날>이 차용된 작품에서는 ‘물’의 순환적 기능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바쿠스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미아오샤오춘이

주목한 대상은 화면 한켠에 오줌을 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물’을 마

시는 행위로써 생명의 연장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상반되게 배변의 행위를 통

해 육체와 물의 순환적 기능을 보여주는 어린 아이의 모습은 미아오샤오춘이

주목하는 물의 순환적 기능을 상징하는 주인공이 된다. 물을 마시고 배출하는

두 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미아오샤오춘은 물이 생명 안에 순환적 원리

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그 어떤 진귀한 걸 먹더라도 결국 똑같은 형태의 배변활동을 한

다. 우리의 신체는 용기로써 잠시 그 무엇을 담는 것일 뿐 결국 밖으로 배

출한다. 이것은 인간에 한정된 것일 뿐 아니라 물이라는 대상을 통해 순환

하는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들에게도 적용된다. 물을 마시는 행위로 물의

순환론적 관점을 보여줬던 작품으로 최근 호주에서 발표된 차이궈치앙(蔡国
强,1957~)의 <Heritage>[도58]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물을 매개로한 순

환론적 세계관을 표출한다. 다양한 종(種)으로 구성된 수 백마리의 동물들이

전시장 한 가운데 설치된 물을 마시는 모습을 연출한 설치작품은 이 지구상

에 공존하는 모든 생명이 그 존재를 유지하는데 매개체가 되는 물의 의미를

71) 巫鸿, 「缪晓春和他的H2O」, www.miaoxiaochun.com, 2007.



- 47 -

드러낸다.

그 외에도 이 작품에는 지오토(Giotto di bondone)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washing of the feet>[도59]과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창세기

(Genesis)>의 ‘아담과 하와’ 부분도, 푸생(Nicolas Poussin)의 <디오게네스가

있는 풍경(Landscape with Diogenes),1647>[도60]이 차용되었다.

이 작품들은 ‘물’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으나, 원

작에서는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물’ 이미지를 작품의 주체적인 입장으로

재창조 시킨다. 물은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인간과 인

간을 잇는 매개체로 등장한다. 지오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물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아니다. 화면의 구

성에 있어 물은 행위의 주체자의 도구로써 등장했다. 미아오샤오춘은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에 주목할 뿐, 물을 매개체로 인간과 소통하는 신

의 모습은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도61]

푸생의 <디오게네스가 있는 풍경>은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유명한 일화를 바

탕으로 재현된 회화 작품이다. 인간에게 소유물이란 인생의 큰 짐이라고 생각

했던 디오게네스에게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시냇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모습을 보

고는 깨달음을 얻었고 유일하게 남았던 컵조차도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미아오샤오춘은 이 작품에서 인간과 직접 접촉하는 자연물로써의 물의

표현에 집중했다. 화면 속에 생명과 자연의 매개체로써의 ‘물’을 표현하고자

디오게네스 외에도 두 마리의 백조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추가적으로 구현했

다.[도62]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의 <창세기>작품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부분도는

<H20>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3D 프린트와 3D 애니

매이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3D 애니매이션에서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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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오샤오춘은 이미지의 구성 면에서나 상징적인 면에서나 원작과 가장 상반

된 작품을 제작했다. 가장 상반된 차이는 원작에서 표현한 신과 신의 피조물

로써의 아담의 관계가 전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담은 하나의 큰 투명한 구

체에 갇혀있다. 그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가슴 두 손 가득한 물

의 원형체는 마치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듯하다.[도63] 이 상징적인 대상에

신은 긴 관을 이용해 그와 접촉을 시도한다. 그리고 구체에 가득한 생명을 흡

수하기 시작한다. 흡수된 물은 신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에게로 전달된다.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원작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생명의 주체를 과감히

전복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도64]

그가 상상한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구체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

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물을 담고 있는 구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체의 작은 세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우주선일 수도 있다. 그게 세포가 되었든 우주선이든, 그 구체는 생명의 순환

을 가능케 하는 생명 본질의 근원체로써 표현되었다.72) 이와 같은 그의 표현은

과거의 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형식을 넘어서 반(反)종교적이기

까지 하다. 미아오샤오춘이 서구의 종교와 세계관을 바라보는 관점의 시비를

떠나서 그가 다루고 있는 ‘물’이라는 대상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본질적인 특

징은 시대와 사회를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는 ‘물’이라는 특징과 상징성을 통해 전작을 통해 보였던 생명의 근원적 탐

구에 대한 질문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듯하다.

72) 미아오샤오춘 홈페이지: www.miaoxiao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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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천관정(坐天觀井,microcosm)

미아오야오춘의 2008년 작품의 제목인 ‘좌천관정(坐天觀井)’은 사자 성어

‘좌정관천(坐井觀天)’을 새롭게 조합한 것이다. 하늘에 앉아 우물을 관찰한다

는 의미의 ‘좌천관정(坐天觀井)’은 견문이 매우 좁은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좌정관천(坐井觀天)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조합된 것이다. 좌천관정은 하

늘에 앉아서 미시적인 사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며 좌정관천은

거시적인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73)

이 두 가지 사자성어는 바라보는 관점의 위치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공통

적으로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는 능력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히에로뮈스 보스(Hieronymus Boshch),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도65]을 차용한 <좌천관정(坐天觀井)>은 현재

까지도 풀리지 않는 보스의 회화적 도상들이 새로운 현대적인 상징물로 치환

됨으로써 현대의 우의적 표현이 드러나는 시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원작의 도상을 재해석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상징물로 채워진 회화적 이미지를

3D로 구현함 로써 원작보다 몰입도가 강한 시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 형식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사용한 상

징적인 표현은 현대인의 상상을 바탕으로 구현된 가상의 현실이다.

<좌천관정>은 작품 제목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전작에 작품에서 다뤘던

종교적 주제와 달리 실재하는 인간의 인식체계와 그에 따라 형성된 세계관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영문 제목을 통해 보다 작품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는데, <microcosm>은 ‘소우주’를 뜻하는 단어로써 ‘대우주’의 상대되는 개념으

로써 작게는 ‘인체’를 뜻하고 넓게는 ‘인간세계’를 의미한다. <좌천관정>의 사

자성어와 microcosm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상

73) 唐忠信, 「缪晓春 : 坐天观井」, www.miaoxiaochun.co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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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아오샤오춘의 <좌천관정>은 작품의 형식적 구성면에서 3개의 패널로 구성

되어 제단화 형식을 갖고 있는 히로니뮈스 보쉬의 작품을 9점의 3D 프린트

와 1점의 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화시켰다. 3D프로그램을 활용한 매체의 형식

측면은 전작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전작들이 고전 회화의 구성과 형식을 적극

적으로 해체했던 것과 달리 3개의 패널로 제작된 원작의 고유한 형식을 보다

발전시켜 선보이는 태도 면에 있어 차이가 있다.

원작은 양쪽에서 패널이 접히는 제단화의 형태로 3개의 패널이 수평을 이루

며 화면의 전체 구성을 이루고 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세계로 나눠진 화면의 구성은 보쉬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형식적 특

징이다. 미아오샤오춘은 원작의 사용된 소실점을 7개의 시점으로 분리하고자

했다. 그의 작품을 9개의 패널로 구성된 병풍 형식으로 본다면 세 개의 정면

을 바라보고 있는 화면은 원작과 동일한 시점이 적용된다. 천국과 지옥을 그

리고 그 가운데 인간세계를 표현했다. 남은 6개의 패널은 3D 프로그램안에서

측면에서 관찰한 세계를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세 개의 풍경을 동일한 하나

의 화면상에 구현하였다. 천국에서 인간세계 그리고 지옥까지, 역으로 보면 지

옥에서 인간세계로 돌아와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생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생을 보고 시작에서 끝까지 끝에서 다시 시작으로 돌

아오는 화면을 구성하였다.[도66]

히로니뮈스의 원작은 그 작품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실제 제목에 대한 기록

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작가에 대한 부족한 자료, 그리

고 해석에 있어 난해한 여러 도상들이 화면에 주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에서

이교도적인 성향의 사물과 동물,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인간세계의 구분이 형

식적으로는 구현되었을지 몰라도 그 내부의 이미지들은 서로 묘한 경계선을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의 회화 양식은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이미지와 기묘한 상징성 때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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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받아왔다.

왼쪽 패널은 전형적인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전경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브에게 아담을 소개해 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변은 식물과

동물이 에워싸고 있어서 사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이다. 그림 중앙에 있는 분홍

색의 알 수 없는 상징물은 모든 땅에 물을 대는 천국의 분수로써 생명을 원천

을 의미한다.

중앙 패널에는 기괴하고 난잡한 모습을 한 인간들이 있다. 이 곳에 묘사된 세

상은 양쪽 패널 즉 천국과 지옥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이다. 세속

적인 인간의 모습과 초자연적인 대상들이 한데 섞여 있는 이 공간은 선과 악

이 공존하는 인간세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오른쪽 패널은 지옥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온갖 고문의 도구들이 묘사되어 있

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고문의 도구들이 인간세계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

하는 악기에서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세 개의 패널에 배치된 각각의 이미지들

은 화면이 한데 펼쳐졌을 때 지평선과 풍경의 연장선을 통해 마치 한 점의 작

품처럼 느껴진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인간세계가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

이다. 미아오샤오춘은 원작의 차용하는 과정에 본래 회화가 갖고 있는 환상적

인 이미지와 보쉬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그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종교적 도상의 이미지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오가고, 인간과 동물로

가득 찬 원작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만 경험할 수 없는 초월한 세계를 그려내

고 있다.

미아오샤오춘의 왼쪽 패널의 중심에 보쉬의 작품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

지인 나무인간이 등장한다. 자신의 배에 터번을 걸치고 다리가 보트에 연결된

원작의 인물은 미아오샤오춘의 분신인 인물 형상으로 치환된다.[도67] 원작의

나무 인간의 머리위에 새의 형상을 한 사신이 인간을 손에 이끈 채 죽음의 무

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면, 미아오샤오춘의 인물 머리위에는 한 대의 노

트북이 놓여져 있다. 노트북의 화면 속엔 현대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희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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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인 해골이 춤을 춘다.

미아오샤오춘은 히에로니뮈스 보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초현실적인 화면의

구성과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상징

물들을 배치하면서 현실을 반영하되 현실이 아닌 ‘꿈’ 과 같은 풍경을 표현하

고자 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현대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삶과

죽음에 반영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드러낸다.

원작의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작품에서 기계인간과 비너스 조각으로 새롭게 태

어난다. 신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면 인간은 현실에서 인간의 형

상을 닮은 기계인간과 미(美)의 상징인 비너스 조각을 탄생시켰다.

인류가 만든 비너스 조각 가운데 미아오샤오춘이 작품에 선택한 비너스는 ‘밀

로의 비너스‘이다. 작가는 왜 사람들이 미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밀로의 비너스

를 꼽는지, 심지어 양 쪽 두 팔이 없는 그녀를, 완벽한 신체를 갖고 있는 여성

의 상징으로 생각하는지 고민해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비

너스이자 여성으로 인식되는 건 그녀가 두 팔이 없어서 하와와 같이 사과를

따먹는 금기를 저지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한다.74)[도68]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중간의 어딘가를 표현한 원작과 달리 궁극적으로 인

간이 중심이 되는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에서 공통점이라면 바로 생과 죽음에

대한 문제이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것을 잇는 그 어딘가의 공간을 그린 보

쉬의 원작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반영한 여타 서구의 고전회

화와는 차이를 갖고 있다.

보쉬의 원작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도상들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이

나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지 오늘날 우리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종

교의 권력이 그리고 종교의 내세관이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잣대이자 영향력

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그들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74) 미아오샤오춘의 인터뷰, 「缪晓春: 坐天观井 式的当代寓言」, 黄笃, 2009, www.miaoxiaoch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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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오샤오춘이 화면에서 구현한 폭력적인 도상들은 동시대 현실의 모습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기에 지나치게 현실적이다. 전쟁의 폭력, 미디어의 폭력을 상

징하는 여러 도상들은 원작에서 표현되는 공포와는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미아오샤오춘의 인간의 세계에는 시공간이 확장되고 대상의 개념

이 뒤바뀐다. 현대사회에 차는 많고 말은 적으며 짐승은 온순하고 가축은 들

끓는다. 지옥은 종교가 만들어낸 내세가 아닌 현실의 종말이다. 현실의 종말은

인간이 많든 수많은 창조물과 인간들의 전쟁에서 출발한다. 불길이 치솟는 곳

엔 스위치가 있고, 인간은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현실의 세계에서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좌천관정> 은 그 동안 3D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 가운데 현실적인 대상과

주제의식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작품의 전개

과정 속에 자연스레 변하는 그의 세계관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최후의 심판>이 동양적 세계관에 대한 물음으로 과연 우리는 어디서

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였다면 <H2O>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물이라는 근원을 찾았다. 세 번째 <좌천관정>은 관념

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내려와 현실의 문제, 즉 인간세계에 대한 묘사를

진행한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인간세계를 통해 대우주를 볼 수 있기 때문

이다.[도71]

3D 애니매이션으로 구현된 <좌천관정>은 프린트로 표현된 가상의 공간의 현

대적인 상징물들이 움직임과 청각적 장치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진다.

16분에 달하는 러닝 타임은 보쉬의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와 작

가의 현대사회에 대한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 시작은 ‘Microcosm’의 등장으로 비롯된다. ‘소우주’를 뜻하는 이 영문단

어는 두 개의 ‘o’ 가 포함되어 있는데, 영상 속 ‘o'는 하나의 거울과 하나의 돌

로 표현되어, 이 영상작품은 거울을 통해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상

징한다. 영상의 개념적 소개가 끝나고 화면에 하나의 손이 사과를 떨어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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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작된다. 이 사과는 공중에서 누군가에게 한입 베어진다. 이 사과는

끝없는 아래로 떨어진다. 전작 <H2O>의 영상은 어느 한 인물이 하늘에서 끝

없이 떨어지는 도입부를 통해 생명의 시작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작품

에서는 ’사과‘ 가 그 생명의 상징적인 대상으로써 활용된다. 사과는 끝없는 공

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과정 중에 투명한 인공의 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카지노 기계에서 돈이 떨어지는 청각적인 효과가 공존한다. 생명을 얻

는 것은 하나의 행운으로 비유된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떨어진 것은 일종의

복권당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75)

아담과 하와가 등장한다. 안드로이드와 밀로의 비너스로 대체된 아담과 하와

이다. 밀로의 비너스는 아름다움을 상징물로, 종교적으로는 에덴동산의 사과를

따먹은 하와로써 등장하는데 그녀에겐 팔이 없다.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 손

이 없는 그녀는 금기를 깰 수 없다. 인간의 창조물인 기계가 인간세계를 부유

하고 있다. 그들은 프로그램화되어 인간의 명령으로써만 존재한다. 명령에 복

종하지 않으면 창조자인 인간에 의해 소멸된다.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생명의

법칙이다.3D 공간을 가득 채우는 ‘001000101090’에 대해 스티븐 홀츠먼

(Stevem Holtzman)은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격자를 적용해 아날로그

형태에 대한 불연속적인 디지털 표상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디지털 세

계에 대한 경험이 연속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속적이지 않

다. 궁극적을 0또는 1이 있을 뿐이다,”76) 라고 하며 디지털 세계의 한계를 지

적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의 청각적 요소인 소리는 그가 구현한 시각적

이미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가 이 작품을 구상하던 당시 그루지야

(Georgia)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작품 속에 그가 다루는 종말의 이미지 즉 전

쟁의 시각적 표현에 또 다른 청각적 장치로써 당시 그루지야 전쟁을 생각하며

트빌리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Tbilisi Symphony Orchestra)의 바그너 탄호이

75) 미아오샤오춘 홈페이지 www. miaoxiaochun. com

76) Steven holtzmann, 이재현 역, 『디지털 모자이크』,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2,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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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곡(Wagner: Tannhauser Overture)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작품 처음과 끝까지 배경에 들리는 컴퓨터 자판 소리는

이 모든 시각적 이미지가 결국 디지털 미디어로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에서 일

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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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중국의 미디어 아트는 1990년대 이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중국

의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그 본격적인 전개가 이뤄졌다. 특히, 실험예술을

이끌어오던 중국의 관념예술가들은 설치와 행위 예술을 보다 가시적인 결과물

로 전달할 수 있는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적극 활용하면서 미디어 아트의 시발

점을 알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 중국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 아트’를 중

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화를 통

해 다양한 미디어 아티스트에 의한 게임,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한 미디어 아

트까지 발전해왔다.

이와 같이 중국 미디어 아트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 전

개 양상에 있어서 앞선 서구 미디어 아트의 발전과정과 유사하다 할 수 있겠

으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 문화 정치 등 중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

서는 1990년대에서 최근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작품을 통해 개혁 개방

이후 현대화 과정 속에 일어난 전통의 소실과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인의 무력감이 전통문화의 상징물과 정치적 도상, 신체

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는 중국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테크놀로지의 수용을

통해 표현되는 중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중국 미디어 아트의 전개 양상에 있어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미아오샤오춘의 작품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미아오샤오춘은 1990년대 후반 조각적 요소를 반영한 사진 작품을 통해 새로

운 매체의 인식을 경험 한 뒤,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미디어인 3D 프로그

램을 활용한 작품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로써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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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초기작에서 서구 외부세계에서 타자(他者)화 된 자신을 그대로 반영

한 사진 형식으로 동서양의 문화적 충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면, 최근 미디

어 작품은 디지털 미디어를 수용하며 사이버스페이스를 구현하고, 서구의 고

전회화의 이미지와 구성을 차용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세

계관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형식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서구 고전회화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로써 신체이

미지를 대입하는데, 단순하고 보편화된 신체 이미지는 감상자로 하여금 새로

운 시공간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기존의 서구의 고전회

화가 담고 있는 세계관을 재해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그가 선택한 서구 고전회화들은 공통적으로 신과 인간,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아담과 하와 등 종교적 도상들을 통해 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

품들이다. 하지만 미아오샤오춘은 이 각각의 인물과 대상을 모두 동일한 신체

이미지로 대입함으로써 신과 인간으로 나눠진 이분법적 세계관을 상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와 차용 그리고 신체이미지는 그의 작품에 있

어 가장 중요한 형식적 요소이며, 나아가 그의 작품의 주제와 내용적 측면을

뒷받침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다룬 주요 대표작들은 내용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서

구의 이분법적 사고를 부정하며, 인간과 만물을 순환론적인 관점에서 관찰하

고 때론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물’로써 표현했다. 또한 서구에서 종교적 내

세관을 바탕으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인간세계를 분리하여 이상적인 세계를

찾고자 했다면, 그는 인간의 세계, 현실의 세상에서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찾고

자 했다. 그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대체하는 관점으로 순환론적 세계관을 내세

우고, 신과 같은 절대자를 부정하고 ‘물’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고 인간

과 만물이 평등함을 주장했다. 또한 종교적 내세관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세계

에 대해 비관하고, 오늘날 현실의 대상을 투영함으로써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

고 극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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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그의 미디어 작품을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 보았을 때 단

순히 그의 작품이 기술의 수용과 활용이라는 미디어 아트의 형식 논리 그 자

체 만으로만 해석되어 질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주제의식의 발현 때로는 작품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위한 매체

의 수용이라는 과정으로 상호 소통하며 전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테크놀로지의 구현이라는 미디어 아트의 매체

적 특징과 디지털 미디어와 차용이라는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그의 작품을 분

석한다면 여전히 앞선 서구 미디어 아트의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세계관

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미디어를 수용하고 활용한 그의 작품이 앞으

로 중국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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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the specificity of Chinese Media Art

"Focusing on Miao Xiaochun"

This thesis is a study on Miao Xiaochun, a Chinese media artist who

utilized digital media to substantialize two different subjects and purposes,

contemporary and local specificity. In the 1990s, the media environment

transformed from analogue to digital and after experiencing the new media

by sculptures and photography, Xiaochun have been publishing

reinterpretation of western classic paintings through 3D programs since

2005.

In the 1990s, when Chinese media art progressed in earnest, media art was

actualized by a number of conceptual artists’ medium accommodation, as

an active practi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special sociopolitical

environment of China. When expressing conceptual performance and inner

mental crevice, these conceptual artists preferred the most radical

contemporary mean such a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rt, over the

traditional artistic mean such as, paintings and sculptures. In the beginning,

Chinese media art progressed around ‘video art’, a hybrid of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rt, and lat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advanced to ‘new media art’, utilizing various media including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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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etc. Chinese media artists didn’t simply focus on

technology-based formal logic but immersed in reflecting their country’s

sociocultural environment, its members identities, and view of world, in

their works. Chapter Ⅱ. surveys the background of Xiaochun’s works and

his representative pieces, which exempl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edia art mentioned above. The development of Chinese media art has

become a historical foundation of Miao Xiaochun’s work. Moreover, his

early works that were published from 1995 to 2003 showed accommodation

of new medium and thematic consciousness, which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his progressive media work.

In Chapter Ⅲ. the works of Miao Xiachun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their forms and themes. In the first part of Chapter Ⅲ , a new aspect was

discovered that digital media, the biggest framework of his works, and the

formal methodology of reinterpretation is interactive. The process of

western classic paintings being re-interpreted in a cyberspace created by a

3D program lets the audience experience a new space time. Also, the

characters in the western classic paintings are substituted by digital human

pieces created by the artist, using his own body as a frame, and these

body images become a crucial tool that deconstructs the western view of

the world from the original painting.

Lastly, traditional Chinese painting forms such as,”A Focus on Moving

Dot” and “Energy and Vividness” were newly interpreted as a hybrid of

digital media and formal elements such as, western classic paintings

perspective and realistic portrayal.

On the second part of Chapter Ⅲ, the media works of Miao Xiachun were

approached thematically. By analyzing his representative works, <Th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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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ment in Cyberspace>, <H2O>, <Microcosm>, his main themes were

surveyed, which include, the Eastern view of world through self-inquiry,

the symbolic expression of the world’s origin water, and modern view of

world.

In this thesis, the keyword ‘media art’ is not only limited to the formal

aspect of accommodation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It is intended to

recognize a new potential for media art to be utilized as a primary

interactive medium in the process of an individual’s physical and mental

experience, which were formed by one’s special sociocultural environment,

expands to self-identity search and one’s view o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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