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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인의 작업은 사회의 구조와 그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에

서 시작하여 이것을 새로운 화법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스펙트럼 중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와 그 안과 밖을

살아가는 개인의 정체성과 소통방식에 대한 의문이다.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의 발달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 냈다. 사람들은 이제 사색(思索)대신

검색(檢索)을 통해 사고(思考)하고, 사유(思惟) 대신 공유(共有)를 통해 사고체

계를 확립해 낸다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 만들

어진 정체성은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

미에서의 정체성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

스 상에 업데이트하는 자신에 대한 정보는 자신과 타인의 교류를 통해 관찰되

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일차적인 검열을 통과한 후에 타인

의 눈에 비추어지기 원하는 모습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

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정보로 이루어진 정체성은 스스로에 대한 욕망을 투영한

가면 즉, ‘사이버페르소나(cyber-persona)’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소통 방식인 정보의 유통은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고체계의 확립이 사유가 아닌 공유로 이루어질 때, 정보의 진위 그리고 그

유통은 민주적 절차, 다시 말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타자와 구분되는 차이로써의 정체성은 평준화

되어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되는 사고체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집단의 정체성이 곧 개인의 정체성 위로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방식으로써의 소통방식은 위장

(camouflage)과 모방(imitation) 그리고 그것을 위한 소비(consumption)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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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이와 같이 사회에 나타난 현상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파편

화하여 재구성 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을 통해 관객의 사유를

유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의 방식은 가급적 기초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 단순화하려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복잡하고 짧은 순간동안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

술로 이루어진 은유적 상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재하는 공간에 재구성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대안적 사고의 제

시나 교조적 태도의 계몽이 아니라, 관습화되어 고착된 사고방식에 대한 끊임

없는 의문과 이의제기를 이끌어내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해답을 구하는 주

체적 사고를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통해 사

이버스페이스와 현실세계의 근간(根幹)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정체성에서 나타

나는 현상을 사회학적인 관점에 대해 논하고 이를 작업을 통해 재구성했던 시

도와 한계지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페르소나, 은유적 상징

학 번 : 2011-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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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된 정체성과 공간에 대한 작업연구

들어가며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과 그 과정은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며, 그 사회 속에서 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화법(話

法)을 찾아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와 시행착오의 과정

에서, 본인의 사회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그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

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개개인이 지니는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동시에 외

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더욱 극대화 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본인이 본 논문에서의 작업 전개에 있어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하는 매체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변

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실세계에서의 정체성이 사이버스페이스와 만나면서 해체되어 새롭게

구성되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대 안에서 개인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며, 기존의 일관된 동일성

이라는 정체성의 의미가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해체되고 분열된 이 각각의 정체성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부감이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은 실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검색(檢索)이 사색(思索)의 자리를 채우고, 이로 인해 사고체계를 확립함에 있

어서 공유(共有)가 개인의 사유(思惟)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

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기술의 발달에 의한 감각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된 정체성을 통한 소통에 대해 보다 상세히 논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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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들을 본인이 어떻게 실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작

업화 하였던 시도와 그 전개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1. 작업의 배경

1) 개인적 경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본인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경험들로 인해 보

다 심화되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니콜라스 카는 자신의 삶이 ‘2막으로 구성된

연극1)’과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본인은 니콜라스 카와 유사한 경험을 대학생

시절에 경험하였다. 즉,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던 삶’과 ‘컴퓨

터의 사용이 일상화 된 삶’의 두 시기를 모두 대학에서 겪을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본인에게 최초의 컴퓨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 컴퓨

터를 통해서 할 수 있던 것은 지금의 컴퓨터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했지만

이러했던 컴퓨터가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

학생이 되고 2년 쯤 지났을 때 이전까지 수기(手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

던 수업의 리포트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인쇄되는 방식으로 바뀌었

다. 당시 키보드를 통해 생각이 모니터로 출력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

던 나를 비롯한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수기로 작성한 글을 다시 키보드를 통

해 모니터 상으로 옮기는 이중의 수고가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머릿속의 생각들을 키보드를 통해 모니터 위에 정리하여 옮기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수기로 무언가를 적

는다는 것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이다. 본인의 감각이 이전의 그것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다.2)

기술의 발달에 의해 달라진 것에 대한 경험은 감각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

1) 니콜라스 카 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 역,(서울: 청림출판, 2011), p.28.
2) 이에 관련하여 니콜라스 카는 그의 저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니체가 타자기를 통해 

글을 쓰게 되면서 겪었던 변화를 예로 들며 기술하였다. 앞의 책(2011),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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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실재하며 살아가는 도시라는 공간의 풍경 역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

졌다. 단순히 보다 더 높아진 빌딩이라든지 보다 더 분주해진 사람들의 모습

과 같은 전체적인 도시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

지고 바라보게 된 것은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거리를 걷거

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끊임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무언가를 확인하며, 그것은 비단 홀로 있는 순간만이 아니다. 다른 누군

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스마트폰은 끊임없는 정보를 알려오고 사

람들은 그 정보를 확인하다. 이것은 전 지구적 차원(global)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이루어지는, 중단 없이 진행되는(never ending) ‘흐름의 정보 공간

(informational space of flows)'3)인 사이버스페이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연결

되어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부를 매우 자발적으로 내어준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에 자신의 취향과 기호

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연관된 정보들을 새로이 업

데이트해 알려주는 순환관계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기존

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정보로 이루어진 관계일 것이

다. 이는 다시 말해 짧은 시간과 노력으로 얻어진 정보로 이루어진 인격들이

맺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과 앞서 기술했던 머릿속의 생각들을 키보드를 통해 모니터 위에

정리하여 옮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문서작성 프로그램 사이에서 본인

은 한 가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은 키

보드를 통해 전달된 문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하여 맞춤법이나 어법이

어색하거나 틀린 곳을 수정하도록 지적해 작성자로 하여금 수정토록 한다. 이

는 끊임없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 정보를 알려오며 확인하도록 하는 스마

트폰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기술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교정하

고 수정된 정보를 기억하게 하며 나아가 그것을 토대로 한 관계망의 형성의

형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경험은 최초로 데스크톱 컴

3) 팀 조단 저,  『사이버 파워』, 사이버문화연구소 역(서울: 현실문화연구, 2002),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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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분해하였을 때의 것이다. 느려진 컴퓨터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낸 뒤,

이를 위해 컴퓨터 본체를 열어보았을 때 본인은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 때의 경험은 화면을 통해 화려하게 보였던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이기도 했다. 화려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출력

해내는 모니터에 비했을 때 컴퓨터의 내부는 삭막하고 초라하게까지 보였다.

본체를 열기 전에 본인은 아마도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계의 모습이나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전류들로 둘러싸인 모습을 기대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인이 조우했던 것은 수북한 먼지로 둘러싸인 정

지된 공간이었다. 청소를 마치고 전원을 연결한 뒤에 팬이 돌아가는 순간에도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니터나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시각적 정보나 청각적 정보와 컴퓨터 본체의 움직임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

는 별개의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이것은 컴퓨터공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감상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본인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감

각을 자극했던 것은 실재하는 현실(회로로 이루어진 컴퓨터 본체)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중단 없이 진행되는 흐름의 정보 공

간인 사이버스페이스’(코드로 이루어진 이미지와 소리)였다고 할 수 있다. 어

쩌면 이러한 점이 사이버스페이스에 축적된 정보들을 토대로 한 관계들이 가

능토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현실세계 안에서 개인이 지닌 정체성

은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하면서 변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

었다.

2) 정체성의 변이 가능성

현실세계에서의 인간은 사회라는 제도 안으로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개인으

로서 진입하여 구성원이 되고자 하고, 이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

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 노력이 이루어지는 현실 안에는 각 개인마다의

차이점이 드러나며 그 차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지표로써 보여 드러나게

된다. 이 차이점은 우선 크게는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

하고 있는가에서 부터 작게는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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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개인을 주체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가정, 학교, 직장, 언론을

포괄하는 ‘이념적 국가 기구’가 관여하며 개인은 호명에 응하여 주체가 됨으로

써 비로소 사회 속에서 생각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개인이 현실세계에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념 즉, 이데올로기의 틀에 스스로를 재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체성은 어떠할까? 컴퓨터는 ‘월드와이드웹’이라는 인

터넷과 연결되면서 한 개인이 수많은 자료가 쌓여 있는 도서관에서 평생을 보

내며 수집해도 불가능할 정도의 정보가 펼쳐져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몇 가

지 동작만으로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5) 대부분 이 사이버스페이스와 최초로

조우할 때 사람들은 개인으로써 만나게 된다.6) 로그인을 통해 사이버스페이스

에 접속할 때 개인은 각자의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개인의 전자우편, 선호하는 웹 사이트 목록, 온라인 문서,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에 설정해 놓은 브라우저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가상의 스페이

스로 진입하게 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최초의 순간을 개

인적인 정보를 통해 접근하고 개인적인 장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 개인의 정체성을 통해 접근한 가상공간에서 다른 가상공간으로 이동할 때,

또다시 온라인 이름을 고르거나 자기묘사를 선택하는 것, 혹은 바이오그래피

를 쓰는 자기규정의 순간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개인성과 직

면하는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 가상공동체가 구축된다.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정보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를 접하고 개인

의 정체성은 최초에, 그리고 때때로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7) 즉, 현실세

4) 진중권 저, 『생각의지도 - 진중권의 철학 에세이』, (서울: 천년의 상상, 2012), pp.155~156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5) 이에 대해 발터 벤야민은 프랑스의 비평가 폴 발레리의 말을 빌려 “마치 물이나 가스 및 전기
가 눈에 띄지도 않는 손동작의 하나에 의해 멀리서부터 우리들 집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시중
을 들듯이, 우리는 조그만 동작 하나로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또다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상이나 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박
성완 역, (서울: 민음사, 1983), p.200 

6) 여기에서 개인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로 요약된 개인과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스스로 기록한 개인이 그것이다.

7) 팀 조단 저, 앞의 책(2002), pp.98~99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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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타자에 의해 호명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이버스페

이스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이와 같이 스스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내부에서 기존 세계의 개인의 정체성, 즉 차이를 규정하는

기준은 현실세계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현실세계에서 개인의 정체

성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 성별(性別)이나 연령 등과 같은 기준은 사이버스페

이스 내부에서는 더 이상 확정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

다.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여 기록될

때, 타인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가면 즉, ‘사이버페르

소나(cyber persona)’를 개인의 정체성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보로 이루

어진 정체성인 사이버페르소나를 통하여 소통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정보에 대한 욕망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

다. 물론 사이버스페이스 상에도 물리적인 성격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가상성

을 기반으로 하여 재창안된 것으로 현실 사회에서의 물질, 즉 물리적 실체와

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세계의 개인의 정체성이 사이

버스페이스에서의 그것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체성이 변화했을 때 그 소통의

방식 역시 변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변이된 정체성에 따른 소통방식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체성이 개인에 의한 자기규정이라 할 때, 일견 자유

로운 구조를 지닌 공간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사이

버스페이스가 지닌 자율적 공간의 가능성에 비해 현재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용

하고 있는 방식이나 모습은 자율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

8) 이재현은 그의 저서에서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제현 저,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pp.259~263.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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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인이 실제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새

롭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의 기준의 영향 하에 있는 개인으로

서 스스로를 재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보

의 유통은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고체계의 확립이 사유가 아닌 공유로 이루어질 때, 정보의

진위 그리고 그 유통은 민주적 절차, 다시 말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결과적으로 타자와 구분되는 차이로

써의 정체성의 평준화를 지향하게 된다. 공유되는 사고체계 속에서 개인의 정

체성은 사라지고 집단의 정체성이 곧 개인의 정체성 위로 뒤집어 씌워지는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인의 정체

성에 대한 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기준이나 방식 역시 현실세계에서

의 개인이 지니는 사고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만으로도 소통의 방식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 즉, 인터넷이라는 매체에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방식은

기존의 매체(신문, TV 등)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매체들이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가 분리된 편향적인 관계였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양방향

적인 즉,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사라진 관계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매체들 역시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러한 소통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정보를 수용하는 측에게도 정보 수용에 자신의 의지를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고체계의 확립이

사유가 아닌 공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공유된 정보의 진위 그리고

그 유통은 민주적 절차, 다시 말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

인다 할 수 있을 것이다.9)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의 민주적 잠재력 즉, 인터넷
의 보편적 접근성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운용

능력과 영어로 대표되는 인터넷 공용어는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

9) 진중권 저, 앞의 책(2012), p.80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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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의 이용은 경제자본과 함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역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문화 현상이 지니

는 고유한 특성인 상대적 자율성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의 민주주의는 범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 내부의 ‘민주주의’ 또는 기껏해야 선택된 사람들만의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이다.10) 현실세계에서 타자와 구분되는 차이로써의 정체

성이 평준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제한적 민주주의의 형

태 그 이면에는 과거 20세기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갈 수 있

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집합적 상상(Collective imagin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다시 설명 할

수 있다. ‘집합적 상상’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동질

성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1)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나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율적인 주체성을 지니고 표현하

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주체

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믿음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집단은 개인

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의 의심을 처벌하거나 무시한다. 본문의 초반에 기술

했듯이 사이버스페이스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중단 없

이 진행되는 ‘흐름의 정보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다른 정

보들로 뒤덮일 수 있다. 공유된 집단의사에 의심을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

면 소통의 장에서 당장 퇴장 당하거나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12)

이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방식은 위장(camouflage)과 모

방(imitation) 그리고 그것을 위한 소비(consumption)처럼 보인다. 타인과 비슷

한 모습을 하고, 타인과 동일한 이상을 지니며, 이를 위한 소비를 할 때 사이

버스페이스 안에서의 개인은 퇴장당하거나 무시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

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가 지닌 빠른 속도와 용의한 접근성으로

10) 이재현, 앞의 책(2000), p.261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11) '집합적 상상'에 관해서는 팀 조단 저, 앞의 책(2002), p.283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

대로 표현한 것임.
12) 진중권 저, 앞의 책(2012), pp.111~117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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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이러한 생존방식이 더욱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방

식은 결국 욕망이 투영된 사이버페르소나 즉, 변이된 정체성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4) 의문들

이상 작업의 배경이 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 사이버스페이

스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소통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가능성이 제

대로 발현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술의 발전

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던 18세기 말의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의식은 정체

(停滯)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식의 정체는 기술의 급격한 발달 속도에 기

인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벤야민이 희망했던 기술에 의한 자율성과 평

등에 대한 낙관론이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예견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 속도와 인간의 욕망이라는 변수가 그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 비약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증가는 정보산업의 발달이 그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마셜 맥루언은 “자동차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동차를 원하지

않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전에는 아무도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

지지 않았다. 이처럼 그 자체에 대한 수요를 창조해 내는 기술의 힘은, 무엇보

다 기술이 우리 자신의 신체와 감각들의 확장물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3)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 정보산업의 발달은 어쩌면 기술의 발달을 앞지

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의식의 정체가 기술의 정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최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완결된 형태가

아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으로 출시되어 소비된다. 이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앞질러 접하는 소비

자의 요구(혹은 욕망)에 비해 기술의 발달이 더딘 것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인간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하게 되면서 정보는 이전의 단순한

정보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13) 마셜 맥루언 저,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 이한우 역, (서울: 민음사, 2002),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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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중독과 같은 상태에 놓인 채 그것을 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 이러한 중독과 같은 상태에서의 욕망을 온전히 개인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앞서 기술했던 사이버스페이스에

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방식(위장, 모방, 소비)에 대한 욕망과 사고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겨난다. 파편화된 정보로 이루어진 사이

버스페이스의 생존방식과 사고방식은 이제 현실세계로 되돌아 영향을 끼친다

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세계가 엄연히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 구

분은 무의미해졌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체 역시 모호해졌다. 그러

나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서 실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제어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닌 컴퓨터의 논리구조를 포함한 것

이라는 사실만은 명확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두 세계의 구분

이 무의미해졌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정

보로 이루어진 사이버스페이스를 물리적 실체를 가진 공간으로 재구축할 것인

가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본인의 작업에서 주된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람자에게 본인이 사유한 것을 결론적 형태의 해답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여 그 해답의 가능성을 관람자의 몫으로 열어놓는 작업의 형태에 대한

고민이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작업의 전개

앞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중단 없이 진행되는 ‘흐름의 정보 공간'이라 기술하였다. 본인은 사이버스페이

스에 대한 이러한 특징에서 작업을 위한 은유적 상징을 찾고자 하였다15). 또

14) 니콜라스 카 저, 앞의 책(2011), pp.27~36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15) 이를 위해 본인은 라캉이 상징의 획득에 대해 기술한 방식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라캉에게 

있어서 ‘상징’이 ‘언어’이며, 욕망하는 타자로서의 언어였듯이, 본인에게 있어서 사이버스페이
스에서의 ‘상징’은 욕망하는 타자로서의 상징이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작업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캉의 이론에 대해서는 신구 가즈시게 저, 『라캉의 정신
분석』, 김병준 역, (서울: 은행나무, 2007)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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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재매개적 특성16) 역시 이러한 작업의 전개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본인은 이 은유적 상징을 가장 원초적인 기초기술로 제한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기술한 생각들을 작업화 할 때 기술적 한계가 표현의 한계로 이어질

결정론적 한계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서, 가급적 기술 자체가 작업의 주된

요소로 사용되는 것을 지양(止揚)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술 자체가 스펙터클

(spectacle)로 관람자에게 다가와 사유의 전개를 방해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펙터클에

의한 시각적 자극이 어쩌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주요한 화법이라는 생각이

이와 같은 작업방식을 택하는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에 의한

작업의 방식이 스펙터클과 마찬가지로 자칫 관람자로 하여금 작가에 의해 예

정된 경로를 따르며 일정한 결론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대한 고민

도 사유과정에서 본인이 다다른 결론들을 최대한 단순화하려는 작업의 전개방

식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복잡하고 짧은 순간동안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상징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1) 사이버스페이스의 은유적 상징

본인의 생각을 작업화하기 위해 찾아낸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은유적 상징

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를

바랐다. 그렇게 찾아낸 사이버스페이스의 원초적인 기초기술은 ‘빛(영상)’, ‘시

계(기준)’, ‘거울’ 그리고 ‘언어(문자)’이다.

․빛(영상)

첫 번째로 빛은 물질로써의 특성과 비물질로써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은 작업에 ‘빛(영상)’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16) 본 논문에서 ‘재매개적 특성’에 대한 정의는 새로운 미디어가 앞선 미디어 형식들을 개조하는 
형식 논리로써의 재매개에 대한 데이비드 볼터와 리처드 그루신이 공저한 『재매개 : 뉴미디어
의 계보학』, 이재현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에서 정의내린 바를 토대로 사용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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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OODENSHADOW - 제페토의 꿈>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빛의 이중성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정지되어 있을 때는 고유질량을 지니지 않

은 빛의 비물질적 성질에서 파편화 된 정보와의 유사점을, 그리고 운동에 의

해 질량을 지니게 되는 빛의 물질적 성질에서 정보에 의한 소통의 양상을 작

업의 전개에 있어서 유사점을 찾고자 하였다.17) 물리적 현상에서 인위적 의미

를 찾는데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본문에서 다루는 빛은 자연현상에

서 발생한 빛이 아니라 정보로 이루어진 영상의 빛이며, 영상 속의 그림자역

시 물질에 의한 빛의 차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 자체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영상은 완벽하게

빛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질량이

존재하는 물질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전자신호로 이루어진 정

보가 담겨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인이 영상에 대해 주목한 지점

이 바로 이것이다. 정보로 이루어

진 영상은 그 자체가 빛으로 이루

어져 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기

보다는, 영상의 이야기나 시각적

정보에 대해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영상의 그림자는 물질의 간섭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원본 없는 복제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최초로 작업화

한 것이 <WOODENSHADOW

- 제페토의 꿈>(그림 1)이다. 벽

면에 설치된 목각인형 뒷벽에 투

17) 빛은 물질로써의 ‘입자’의 성질과 질량을 지니지 않는 비물질로써의 ‘파동’의 성질을 모두 지
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 빛의 이중성에 대한 정의는 리처드 파인만, 『일반
인을 위한 파인만의 QED강의』, 박병철 역, (서울: 승산, 2001), pp.129~135의 내용을 요약하
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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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영상은 얼핏 목각인형의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로 목각인형과 영상 사이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미지 이외에 큰 연관은 없다.

본 작업은 원본 없는 복제 즉, 시뮬라크르(simulacre)에서 착안한 작업으로 시

뮬라크르를 공간에 구현하려는 시도 중 하나이다. 본 작업에서 시뮬라크르는

원본이 없는 복제(벤야민)이며, 원본과 일치가 중요하지 않은 복제(들뢰즈)인

동시에 원본보다 더 실질적인 복제(보드리야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본

없는 복제의 존재에는 어쩌면 뒤샹의 앵프라맹스(inflamince)라는 눈으로 식별

할 수 없는 엷은 막으로 가로막혀진 상태가 개입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역시 본 작업의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18) 본인은 작업의 오브제로

사용했던 목각인형을 바라볼 때마다 ‘피노키오’의 제페토를 연상하게 된다. 그

리고 외로움에 나무를 깎아서 소년의 모습을 한 인형을 만들고 피노키오라 이

름 붙였던 제페토의 이야기는 자기가 만든 조각상에 자기가 반한 그리스 신화

속 조각가 피그말리온을 떠올리게 한다. 제페토와 피그말리온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물질에 투영하고 잠시 위안을 얻지만 그로 인해 또다시 괴로움을 겪는

다. 사물을 통해 위안을 얻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

닐까? 결국 고독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어

‘wooden’에는 ‘나무로 만든’이라는 번역 이외에 ‘활기 없는’, ‘어색한’, ‘얼빠진’

등의 번역이 있다. 고독을 채우기 위해 물건에 기대는 것은 결국 앞의 해석들

과 더불어 제자리걸음을 하는 행위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작업화 하였다.

사물(오브제)과 빛(영상)의 관계를 작업화 한 뒤에 본인은 빛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들의 관계맺음, 즉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앞

서 원본 없는 복제의 존재를 은유하는 작업에서 나아가 복제만으로 이루어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소통에 대한 생각을 작업화 한 것이 <GEARS -

WYSISYG>(그림 2)이다. 앞선 작품 <WOODENSHADOW - 제페토의 꿈>

과의 차이점은 본 작품에서는 원본이 실재하는 톱니바퀴의 그림자와 영상(가

상)의 톱니바퀴가 함께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WYSIWYG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약어로, 사용자 인터페이

18) 본 논문에서 시뮬라크르에 대한 정의는 진중권 저,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 숭고와 시뮬
라크르의 이중주』, (서울: 아트북스, 2003)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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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EARS - WYSISYG>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스의 기본 개념의 하나이다. 이것은 컴

퓨터 화면 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대로 인쇄물로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WYSIWYG는 실재하는 현실 세계에서

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향(욕망)처럼 느껴진다. 작업

에서 실재하는 톱니바퀴에 의해 움직이

는 것처럼 보이는 빛으로 이루어진 가

상의 톱니바퀴 그림자들은 앞서 설명했

던 작품<WOODENSHADOW - 제페

토의 꿈>에서의 목각인형을 닮은 그림

자처럼 실재와 아무런 인과관계를 갖지

않은 채 그 모습과 움직임만을 흉내 낸

다. 이 안에서 실재와 그림자들의 모습

과 움직임의 일치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본(실재하는 톱니바퀴)보다 영

상으로 보이는 가상의 톱니바퀴 그림자들이 더 실질적인 움직임과 관계를 맺

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을 구상하던 초기에는 실재하는 톱니바퀴의 그림자와

뒤따르는 영상의 톱니바퀴들이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여 정

확한 시간에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치

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실재하는 톱니바퀴의 움직임과 영상 속의 톱니바

퀴는 결국 독자적인 운동을 하게 되었다. 분명 일치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본인은 그러한 노력을 통한 결과보다 독자적

인 운동이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는 지속적인 인

위적 조정이 없다면 실재계와 가상계의 일치는 요원(遙遠)한 일이라는 결론의

발로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중권은 “오늘날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하이퍼 리얼리티’가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것이 되어버려, 인간이 미디

어가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의 배우가 되어버렸다.”19)고 기술하였다. 원본과 복

19) 진중권 저, 앞의 책(2003), p.260.



- 15 -

제의 관계가 전복된 것이다. 이는 앞서 기술했던 위장과 모방이라는 생존방식

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계(기준)

‘시계’는 본인의 작업 안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은유적 상징체로서 기능한다. 이는 동일한 기간 단위의 조합으로 시간을

재정의하여 시각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시각화하는

데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시간을 분, 초,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계의 탄

생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세 서구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인 기독교

는 정확한 시간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노동, 수송, 예배 심지어 여가시간을 보다 엄격하고 일

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20) 시계의 출현은 사회가 이 농경사

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농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개념은 분과 초 단위까지 나누어진 세분화된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굳이 시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

닐 것이다. 농경사회에서의 시간의 측정은 자연환경의 변화(계절의 변화, 해의

위치 등)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자

연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계는 이 기준을 사회에 안겨준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계가 만들어 놓은 기준은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의 집합적 상상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시계의 역할은 산업사회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이

버스페이스에서 기존의 시간의 관념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관념은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여전히 중

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를 이루고 있는 사용자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현재’라는 시간관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그리고 현실세계에

20) 니콜라스 카 저, 앞의 책(2011), pp.70~p.73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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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inute - 기준에 관하여>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서 현재의 자신을 확인시키기를 원하는 바람이며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이버스페이스는 기록의 축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의 빠른 속

도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현재라고 오인하게 만든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지나며 세분화되었던 시간의 관념은 정보화 사회에 이르러는 실제

로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세분화 되어 버린 것이다.21) 이렇듯 세분화 된 시간

을 전자시계로 체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진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

작(0)과 결과(1)라 할 수 있다. 전자시계, 즉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사이버스페

이스에서 생략된 과정은 기계적 시계에서 오히려 발견할 수 있다. 기계적 시

계에 기준이 되는 수가 표기 되어 있는 곳은 원이고 그 둘레의 비율인 원주율

은 파이(, pi), 즉 끝나지 않고 영원히 변화하는 수로 이루어진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영원 위에서 전자시계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생략된 과정에 대한 시

간의 관념, 즉 시작(0)과 결과(1) 사이에는 영원에 가까운 수가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기계적 시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시계

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모순을 지닌 상징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을 작

업화 한 것이 <minute

- 기준에 관하여>(그

림 3)이다. 기계적 시계

를 통해 시간을 알아내

기 위해서는 정지된 기

준이 필요할 것이다. 여

기서 정지된 기준은 단

순히 시각을 통해 들어

오는 정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관념

화되고 고착화된 인식

21) 이는 컴퓨터의 언어인 기계어가 0과 1의 이진법으로 구성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사고체계와 12진법과 60진법으로 이루어진 시간에 
대한 관념을 시각화한 것이 시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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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일종의 정지된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의 작업은 이러한

관념화되고 고착화되어있던 기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간을 알아내기 위

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작업에서 보이는 각각의

움직임들의 속도는 1분이라는 시간에 맞춰 설정되어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시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 흘러간 시간이나 현재의 시간에 대해

알아내는 것은 용의치 않다. 하지만 눈을 감고 집중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째

깍거리는 기계적 시계 장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소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심장소리나 맥박의 감각까지 느낄 수 있을지 모

른다. 본인은 시계에 잠재되어 있는 자연을 향한 정복 욕구의 고정되어 있던

기준이 흔들릴 때 자신의 신체를 포함한 자연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눈을 돌

릴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또한 이를 통해 결국 기준이란 스

스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역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선 작품<GEARS -

WYSISYG>에서의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원본과

복제 사이의 관계가 전복되었을 때, 그 둘을 구분하는 동시에 양립할 수 있도

록 하는 가능성의 기회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에

게 있다는 것이다.

․거울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에 대한 은유적 상징을 나타내는 원초적인 세 번째 기

초기술은 ‘거울’ 이었다. 거울은 비추어진 형상을 통해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그 주변의 풍경을 통해 내가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

들어주는 기술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거울에 비추인 상과 실재하는 상과는 분

명한 경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그 경계에 대

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경계에 대해 인식하는 순간은 거울

속의 좌우가 상반되어 나타나는 것 정도의 인식정도일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사람들이 사이버스페이스를 속에 자신을 이상화(理想化)된 정체성

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울에서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광학적 반영

(reflection)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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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거울아, 거울아...>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것이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즉,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스스로를 타자화(他者

化)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불완전한 자아에 대한 불

안과 자신의 이상향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울 속에 비추인 상은 단지 자기 자신의 형상

에 대한 반영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 놓인 개인의 모습, 즉 사회속의

한 개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

다. 거울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 역시 가상성을 기반으로 한 ‘상상계’이

며, 또한 현실세계에서의 거울은 대상을 파편적인 형태로 이미지화 한다는 점

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모습과 유사하다.22) 사이버스페이스 상에도 거울과 마

찬가지로 물리적인 성격23)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가상성을 기반으로 하여 재

창안된 것으로 현실 사회에서의 물질, 즉 물리적 실체와는 분명한 간극이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간극은 실재하는 거울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구분하는 것이자, 현실세계에서의 정체성과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의 정체성

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지표적 상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본인은 작업의 전개

에 있어서 거울이라는 상징을 실재하는 공간에 작품을 형상화는 과정에서 실

재의 오브제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개념을 더욱 중요한 지점으로 사용하였

다.

이와 같은 생각들의 형

상화를 시도했던 작업이

<거울아, 거울아...>(그

림 4)이다. 자동차의 아웃

사이드미러를 보면 “사물

은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경고

문이 적혀 있다. 분명하

게 명문화(明文化)되어있

22) 거울의 경우 사물이 거울에 비춰진 정면만을 볼 수 있고 비춰지지 않은 뒷면 들은 볼 수 없
다는 점에서 사물을 파편화한다고 볼 수 있다.

23) 사이버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물리적 성격으로 ‘공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상
의 공간은 물론 실재하는 현실세계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사용자들이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간’을 필요로 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은 수치화되어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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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카무플라주 (Camouflage)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2

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거울의 허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거울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눈만으로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부분적이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을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비추어진 형상을 통해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그 주변의 풍경을 통해 내가 있는 공간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

들어주는 거울에 비춰진 형상은 결국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재하

는 ‘나’는 거울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거울을 통한 끊임없는 자아에 대한 확인은 마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스

스로를 확인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닮았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법의 거울에

게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백설 공주』속의 왕비를 닮았다.

『백설 공주』속 왕비의 비극은 백설 공주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사물

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자 했던 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영상산업

은 거울단계를 산업화한 것이며, 이 산업의 동력은 자신을 기꺼이 이상적 자

아의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대중의 오인”24)이라고 했던 진중권의 말처럼, 우리

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누군가의 무엇인지도 모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연료가 되어 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타인의 욕망과 스스로

의 욕망이 뒤섞여 그 구분이

모호해져 있는 것이 이유일 수

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본연의 욕망이 아

니라 타인의 위장된 욕망의 발

현, 심지어는 모방이 아닐까?

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그에 대한 파급력이 일상

이 된 지금의 시스템이 비판적 분석과 이성적 판단보다는 위장과 모방의 방식

을 택하는 편에 더 원만한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다.

<카무플라주 (Camouflage)>(그림 5)는 이러한 생각들을 작업화한 것이다.

24) 진중권 저, 앞의 책(2012),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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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6개의 페르소나 - The Six

Degrees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타인의 시선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가

꾸는 것처럼, 소비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게 된다. 소비하는 상품

위에 스스로를 투영하는 행위는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는 행위를 닮았다. 존

버거는 광고의 속성에 대해 기술하면서 “행복은 외부로부터 타인에 의해 판단

되는 것”25)이라 기술하였다. 상품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행위는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이며, 타인에 의해

행복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비가 필요에 의

한 교환 행위에서 가치의 위계를 드러내는 자기과시 행위로 변화되었음을 의

미한다.26)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계속해서 확인하

는 것은 지금의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 타자가 되

고 싶은 욕망의 대상은 막연한 이상향일

수도 있고 실재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욕망은 사이버스페이스에 스스로

기록되어 본래 지니고 있던 정체성이 아

닌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들어진다. 정보

로 이루어진 이 정체성에 대한 정보는

자신과 타인의 교류를 통해 관찰되어 기

록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일차

적인 검열을 통과한 후에 타인의 눈에

비추어지기 원하는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체

성이 앞서 본 논문에서 지칭했던 사이버

페르소나이다. <6개의 페르소나 - The

Six Degrees>(그림 6)은 이와 같은 생

25) 존 버거 저,  『이미지』, 편집부 역, (서울: 동문선, 1990), p.205.
26)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대중교통의 발달로 이동수단이라는 필요가치가 하락되었지만 자동

차의 가격이나 희소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가치의 위계가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
일 수 있다. 가격과 희소성이 중요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소비하고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브랜드나 가격 등과 같은 정보는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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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본 작업의 6명의 인물들의 이미지는 타인

의 눈에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개인의 욕망이 투영된 가면 즉, ‘페르소나

(persona)’라 할 수 있다. 빛으로 이루어진 이 페르소나들은 굴절되고, 투영되

거나 막을 통과함으로써 파편화되며, 이러한 파편화는 미디어를 거치면 거칠

수록 가속화 된다. 이는 사이버페르소나의 주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사이버페르소나는 미디어를 거치면서 지녔던 본래의 모습을 잃고

급기야 그 흔적을 통해 추측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된다. 작업에서 파편화

된 가면의 뒤에서 불안한 모습으로 숨어 끊임없이 사방을 살피며 움직이는 눈

동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하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

역시 결국 굴절되고, 투영되거나 막을 통과함으로써 파편화되어 사라지고 마

는 것이다. 본 작업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을 지니게 된 개인적인 경

험이었던 컴퓨터를 분해했을 때의 공허함을 공간에 재현하려던 시도이기도 했

다. 얇은 막의 뒤에 있는 것은 스스로가 아닌 허공인 것처럼 그리고 전선과

먼지로 둘러싸인 데스크탑의 내부처럼 사이버스페이스는 허공에 불과한 것일

지도 모른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이버페르소나는 스스로를 포장하는

일종의 광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결국 실제 자신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결국 가면에 불과하다. 파편화되고 굴절되어 본래 상태

에 대한 예측마저 힘들어진 사이버페르소나는 더욱 큰 한계를 지녔다고 본인

은 생각한다. 이러한 사이버페르소나들이 소통을 하는 공간은 허공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허공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록 가시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

나더라도 허상일 뿐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사물의

뒷모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마지막 상징은 ‘언어(문자)’이다. 엄밀히 본인이 관심

을 갖고 있는 것은 ‘언어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나 문자와 같은 정보는 0과 1의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기계어’가

만들어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의 사용자가 기계어로 컴퓨터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필요 인력과 시간

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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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카메라 옵스큐라 [camera obscura] -

번역에 관하여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3

에 번역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전문 지식 없이

는 읽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기계어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또 다

른 관점에서 접근해 생각해 보자. 기계어는 간단히 말하자면 입력(input)과 출

력(output)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입력하는 것은 새로운

예측에 대한 희망이라기보다는 예상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작품<GEARS - WYSIWYG>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

는 것을 얻어내기’위한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입력된 결과 외

에 다른 대답을 내어놓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 입력된 값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컴퓨터는 오류로 인

식하고 그 대답을 내어 놓는 것을 거부한다.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된 지점은 오류로 인식되는 입력과정 즉, 프로그래밍 언

어에서 기계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다. 머릿속의 생각은 뇌의 회

색질(뉴런)에서 정보처리를 위한 전기자극의 결과라 할 수 있다.27) 이 머릿속

에서 일어나는 전기자극

의 결과를 다시 컴퓨터라

는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구조로 보냄에 있어

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의

구심에 대해 “번역이라는

말의 엄격한 개념을 두고

보면 언어적 형상은 실제

로는 어느 일정한 한도

밖에 번역될 수 없는

것”28)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두 언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완

전한 등가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카메라 옵스큐라

[camera obscura] - 번역에 관하여>(그림 7)는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

27) 뉴런의 정보처리방식에 관해서는 만프레드 슈피쳐 저, 『디지털 치매』, 김세나 역,(서울: 북로
드, 2013), pp.34~60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용어대로 표현한 것임.

28) 발터 벤야민, 앞의 책(1983),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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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언어가 어떻게 번역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작업화한 것이다.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뜻하는 카메라 옵스큐라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 들어

오는 빛이 어두운 내부에 역상으로 투영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든, 풍경을 그

대로 캔버스 위에 옮겨놓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 이후 니앱스 카메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기술은 그 자체가 결과물을 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결

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상의 기술이었다.29)

본 작업은 이러한 카메라 옵스큐라의 기술적 방식과 의미를 그대로 작품화한

것으로, 작품의 내부에는 외부 풍경이 투영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달린 뚜껑을 열어 구조를 변형해야 한다. 그러나 열린 뚜껑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내부에 투영되어 있던 상은 사라지게 된다. 즉 고정되

어 있던 구조가 해체되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본 작업의 한 축이 된

다. 작품에 달린 모니터에는 <6개의 페르소나 - The Six Degrees>를 만들

면서 컴퓨터에 생성되어 누적되는 메타데이터들과 0과 1의 이진수로 구성된

기계어가 끊임없이 재생된다. 외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내부에 투영하는 카메

라 옵스큐라의 원리처럼 영상이라는 이미지를 그것을 구성하는 메타데이터와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장치에 대한 상상이 본 작업의 또 다른 축이다. 즉 빛

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영상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

와 인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본질적으로 동

일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각각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면서 누락되

거나 첨가되어 다른 표상이 된다.

2) 작업에서의 한계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은 본인의 사유과정은 그 시작부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본인이 작업을 위한 복잡한 사유과정을 통해 찾고자했던 올바른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근본적이며 치명적인 구조라는 한계의 지점을 지닌다. 이

러한 시도들이 실재로 관람자로 하여금 작업을 통해 본인이 사유하는 지점과

29) 카메라 옵스큐라는 르네상스 초기 풍경화나 정물화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한 방법
으로 이용되었다. 화학약품을 이용해 비춰진 상을 고정하는 최초의 카메라인 니앱스 카메라로 
인해 사진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카메라 옵스큐라는 과정의 기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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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도들

은 본인의 지적 오만함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계에 맞닥뜨리기도 하였다. 이는

작업의 출발점이 많은 사고를 필요를 하는 관념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면에서 동일한 상징체인 문자와 이미

지를 해석하는데 서로 다른 독법(讀法)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현상을 이해하

기 위해서도 다른 독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간과했던 태도 역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가 사고과정을 실재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

는데 있어서 자신의 사고 안에서 여전히 머물며, 타인과의 교감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미술이라는 영

역이 이성보다는 직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점을 간과했던 과거 개념미술

처럼 본인의 작업 역시 그 한계를 답습하였기에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태도가 작업에 지속됨으로써 사유과정에서 부지불

식간 형성된 부정적 관점이 본인이 지양하고자 했던 교조적인 태도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것 역시 본인의 미숙한 점이라고 생각한

다.

이러한 한계들이 새로운 화법을 찾고자하는 본인의 시도가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자문해 본다. 그러나 새로운 화법이란 익숙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이러한 실패는 당연한 결과라며 자위

도 해본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은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스스로의 화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또한 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끝없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사이버스페이스와 그 안에서의 정체성과 소통방식,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작업화 했던 과정과 그 한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세계와 지각과 행위를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성장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간

다. 현재의 사회에서 관계맺음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사이

버스페이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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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와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 불리는 미디어에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업데이트 된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

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신하기에는

이 사회가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거대해지고 그 관계가 복잡해진

동시에, 그 변화의 속도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긴밀해진 것도 결코 아니다. 개인이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지고,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며, 미로보다

복잡하게 뒤엉킨 사회를 살아가야하는 개인 앞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등장은

과히 혁명과도 같았을 것이다.

본인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업을 위해 언제든지 휴대 가능한 IT기기의 사

용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최첨

단의 기기가 아닌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점이다. 본문에서 변이된 감각에 대

한 설명을 하며 시각적 자극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주요한 화법으로 두드러

진다고 기술하였다. 현실세계에서의 소통은 시각 정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 인간이 외부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청각과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과 같은 감각들은 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각들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셜 맥루언은 “발명이나 기술은 우리의 신체를 확

장하거나 자기 단절한 것인데, 이 같은 확장에서는 신체의 다른 기관이나 확

장물들 사이의 새로운 결합 비율이나 새로운 균형 상태가 필요하게 된다.”30)

고 기술하였다. 이는 역으로 한 가지 감각에 대한 의존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경우 다른 감각들의 퇴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끔 한다. 기기를 통

한 소통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기기를 통하지 않는 소통은 어쩌면 감각의 균형

을 되찾는 시도일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은 기존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실험에서 다른 감각들에 대한

실험까지 영역을 넓혀 왔다. 또한 예술은 언제나 지금의 사회구조 속의 개인

과 같이 ‘집합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 집단 앞에, 한 개인의 정체성을 중심으

30) 마셜 맥루언, 앞의 책(2002),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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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는 언제나 작품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모색했고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여 왔다.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를 생존의 전략으로 삼아왔다. 그것은 작품의 외부를 구성하는 작품의

재료나 형식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미와 예술을 그 대

상 영역으로 삼는 미학의 관점을 계속해서 확장하거나 전복시키며 새로운 미

학의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술은 스스로 정체된 순간 망설임 없이 처음

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까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만

약 이 사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힘

을 예술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리고 본인의 작업에 이러한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

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는 이러한 힘은커녕 예술의 범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발선 위에 간신히 서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의 말미에

기술했듯이 지금까지 했던 본인의 작업에서는 가능성보다는 한계의 지점이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의 문제점은 행해졌기에 드러

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인식하

고 해결하는 것이 작업에 임하는 작가의 태도라는 깨달음은 이후 작업에 있어

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

에게 있어서 본 논문에서 주제화한 작업들은 이전의 익숙했던 작업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법을 찾을 수 있는 시작의 지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술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예술가는 결코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호칭이나

지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예술가로서

의 정체성을 인정받은 후에 타자에 의해 불리는 이름이 예술가이며 작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까지 본인의 시도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조차도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한 올바른 질문을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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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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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 카무플라주 (Camouflage)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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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6개의 페르소나 - The Six Degrees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 30 -

작품3. 카메라 옵스큐라 [camera obscura] - 번역에 관하여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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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4. 거울아, 거울아...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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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 minute - 기준에 관하여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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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 WOODENSHADOW - 제페토의 꿈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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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 GEARS - WYSISYG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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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from the interest in social structures and institutions, my own work

attempts to reconstruct them with new narrative technique. Across a broad

spectrum of social constru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 about

personal identity and communication pattern of people who live inside and

outside of a rapidly and unceasingly changing cyberspace.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mputer and mobile device has enabled us to

live in ubiquitous environments which get access to information in any time and

any plac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people are more likely to think by

searching rather than speculating and to establish their own thinking system by

sharing instead of reasoning. In addition, the identity formed by this information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dictionary meaning which states retaining

sameness of essential or generic character within a self.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which updated in cyberspace is not recorded by observing of

interaction with others but by showing the way one wants to look around him

after primary screening by himself. In this sense, identity constituted data in

cyberspace can be defined as a mask reflecting one's own desire,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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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ersona.

Accordingly,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s a way of communication has no

longer taken into personal dimension. As above mentioned, when thinking

system is established not by reasoning but by sharing, truth of information and

its distribution take democratic procedure, in other words, they tend to agree to

the views of the majority. Moreover, identity as a distinct property from others

in real space can be standardized. Personal identity is disappeared in shared

thinking system and in turn overlaid with group identity. Communication

patterns as a survival method to maintain personal identity are camouflage,

imitation, and its consumption.

My own work attempts to understand these social phenomena and structure

and to reconstruct with fragmentation. To minimize the side effect that induces

the audience to reason, the method of work tried to be as simple as possible

using basic technique. In doing so, I attempted to search for metaphorical

symbolism which comprises the most fundamental technology for complicated

and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in cyberspace and to reconstruct it in real

space. Thus,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with audience is not based on

suggestion of alternative thinking or enlightenment of dogmatical stand but on

enhancing independent thinking to ask and answer the questions on his own by

extracting continuous questions and objections for conventional and fixed way of

thinking.

This study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in cyber space, through

which identity of members on the basis of cyberspace and real space was

reviewed from sociological perspective, and suggested attempts and limitations of

reconstructing through my work.

Keywords : cyberspace, cyber-persona, metaphorical sym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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