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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나는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며 경험한 내용을 시각화한다. 정보 경

험은 정보 수용자의 빠른 공감과 망각을 특징으로 한다. 그로 인해 나는 타인의 일을 

쉽게 잊어버려서 생긴 죄책감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느끼는 자유로움의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타인의 데이터에 한 나의 반응은 인터넷에서 획득한 이미지를 

잘라 붙임으로써 구체화된다. 합성의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

류될 수 있다. 나는 타인의 글과 이미지에 완전히 공감하여 나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 의 생각과 정서를 추측할 수 있으며, 정보의 수용을 

유보하며 관계의 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문화에 한 나의 작업은 일정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나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텍스트를 계기로 조형 행위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경험 

시 함께 전달된 이미지로 데이터 콜라주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합성을 마친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물리적 공간에 제시한다.  

이와 같은 조형 방식은 다양한 차원에서 분산적인 요소들을 발생시킨다. 구체적으

로 작품의 내러티브는 다수의 화자들을 차례로 인용하여 계속 변화한다. 화면은 여러 

개의 프레임과 비선형적인 방향으로 중첩된 이미지를 포함하며 파편적으로 보이게 된

다. 디지털 프린트의 전시에는 상이한 종이와 구성 요소들이 병치되어 시선은 차이로 

향하고 이미지를 향한 집중은 분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내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에 따라 작품에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하는데 그들을 단일하게 편집하여 제시하지 

않아 작품에서 일관성보다는 개별성이 두드러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작품의 분산성과 관련하여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다. 먼저 환경과 조형 방식에서 유래한 이질적인 것들이 작품 안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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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를 탐구한다. 내가 작가로서 내린 선택은 상이한 

것들을 한 작품의 파편적인 요소로 수렴하는데 그것의 양상, 근거, 의미를 살펴보는 것

이다. 또, 고정된 조형 방식은 자발적인 제약을 의미할 수 있다. 나는 작품의 내용, 형식, 

제시에 있어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며 일종의 견고한 표현의 체계를 만든다. 작업은 그

것을 따르며 진행되는데 그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연구한다. 그 

외에도 작업의 결과물이 나타내는 것이 내가 이전부터 근거하여 온 지식과 충돌하는 것

처럼 보일 때가 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추

적한다. 그를 통해 최종적으로 견고한 작품의 조형 체계와 분산성이 의미하는 바를 규

명한다.     

연구를 위해 나는 미술의 동시 성과 디지털 매체 이론을 참고한다. 그들에 따르면 

나의 작업이 여러 화자를 인용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성이 아니라 다양한 주

체의 공존 상황을 지시한다. 즉, 내가 타인들에게 이미지 내용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

은 주체 개념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시간성을 배경으로 하는 존재들

과 연동하는 동시 의 자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파편적 데이터 콜라주는 과거

의 물리적 콜라주를 디지털 매체로 답습하여 이미지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발화 방식, 참조 관계, 정보의 공존을 고려하여 표현한 결과로 포스트 인터넷 문

화에 한 나의 관심에서 작품의 형식이 재귀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상 

이미지를 프린트함에 있어서 내가 임의로 종이를 바꾸고 다른 시청각 자극을 병용하는 

것은 현존성에 하여 생각한 결과이다. 작업은 데이터가 잠정적으로만 물화한다는 사

실과 주체에게 다수의 자극이 동시에 작용하는 문화적 상황을 드러낸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작품의 분산성이 시 와 문화를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존적인 경험을 상으로 작업하는 것은 거  담론의 논리나 검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데 나는 일상의 미디어 경험을 기록하며 시

의 징후를 가시화하고 문화의 풍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또, 견고한 창작 체계는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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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다 강조될 수 있는 지금 시 의 특성을 보여준다. 다양하고 분절되어 모호해진 

의미보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표현의 체계가 더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

아가 나는 작품의 분산성이 유연하여 다양한 것을 수렴할 수 있는 동시 의 문화와 미

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단일한 논리와 엄격한 인식적 틀의 제한이 사라지

고 분절적인 표현의 체계가 익숙해짐에 따라 주체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개념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에 의해 위축될 수 있는 주관과 상상의 표현이 강

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변화한 문화적 토 를 반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의 개인적

이고 직관적인 표현은 미술 일반의 논제로 확장될 수 있다.  

 

 

 

주요어 : 분산성, 미디어 경험, 다수 화자의 인용, 데이터 콜라주, 분산적 전시, 연동하

는 자아, 포스트 인터넷 문화, 주관과 상상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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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대상 및 목적  

 

이 논문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상적 경험을 시각 언어로 기록한 나의 작품과 그

것에서 발생한 의문을 작가 입장에서 연구한 글이다. 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

시되는 사회의 뉴스와 지인들의 소식을 접하며 형성된 생각과 감정을 이미지로 옮긴다. 

그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져 온 데이터 이미지를 자르고 조합한다. 최종적으로 합

성의 결과물을 종이에 프린트하여 물리적인 공간에 제시하는데 필요에 따라 조명과 음

향 기기를 함께 배치한다. 나는 이러한 조형 행위를 통해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수반

한 디지털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실존적인 경험의 내용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분산성이다. 나의 작업물은 단일하게 편집되지 않아 

일관성보다는 개별성이 두드러지는 요소를 포함한다. 그 예로 작품의 내러티브는 끊이

지 않고 유입되는 소셜 미디어의 글을 직접 인용하며 빈번하게 전환된다. 또, 데이터 콜

라주의 표현은 비선형적인 순서로 조합된 많은 양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재료 사진의 

프레임을 그 로 드러내며, 중첩되어 불분명해진 이미지들이 곳곳에 위치하여 화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합성 이미지가 제시될 때 프린트 종이의 종

류, 크기, 방향은 자주 달라진다. 동시에 임의적인 빛과 소리의 배치는 전시의 중심을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고 매체 선정의 개연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여 이미지로의 일관된 

집중을 흩어지게 할  수 있다.  

이 글의 연구는 이러한 작품의 분산적인 특성에 한 나의 사유를 반 한다. 우선 

이질적인 재료들은 나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작품으로 수렴되는데 나는 그들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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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해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또, 일정한 조형 방식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작가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정해진 표현의 체계를 반복하여 따르는 모습을 보

이는데 나는 그러한 행위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작품의 제작 과정

에서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이 내가 기반해 온 지식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존재한다. 나는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유보하고 작

업을 지속해 왔다. 나는 이렇듯 직관적인 조형의 결과물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의문들

을 해결함으로써 작품의 견고한 창작 체계와 분산성이 시사하는 바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나는 나의 조형적 선택이 단지 예술가에게 허용된 자유를 오해하

여 작품에 한 논리적인 점검을 유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산적 요소와 자의적 규칙이 

가진 어떠한 필연성이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전자의 경우라면 

해당 요소들을 제거하고 명확한 주장을 위해 발상과 표현의 방법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반 로 후자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질적인 것들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고 탐구의 결과는 미래의 조형적 실험을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연구가 궁극적으로 시각 예술에 관한 나의 고유한 주장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나는 이 논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하나는 작품 분석으로 

나는 작품의 내용, 표현, 제시 방법을 구분하여 ‘다수 화자의 인용’, ‘파편적 데이터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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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디지털 프린트의 분산적 전시’에 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론 연구로 나는 작업의 토 가 되는 시 와 조형론을 탐구할 것이

다. 작품 분석의 시야를 확 하기 위해 미술의 동시 성과 디지털 조형에 한 이론들

을 참고하려는 것이다. 미술의 동시 성에 한 연구는 논의 전반에 필요한 관점과 표

현의 주체에 관한 시 적 해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 된다. 또, 나는 디지털 조형에 

한 연구가 데이터 콜라주와 전시 태도의 고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다. 

이 글의 본문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될 것이다. 나는 본격적인 분산성의 논의에 앞

서 2 장에서 나의 작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작업의 소재, 나의 발상, 표현의 

과정,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려는 것이다. 3 장에서는 내가 작품의 분산적인 특성에 주

목하는 이유와 그것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서술할 것이다. 분산성

에 한 연구는 세 가지로 구체화될 것인데 나는 4 장에서 작품의 내러티브를 살펴볼 

것이고,  5 장에서 형식적인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6 장에서는 전시가 보이는 분산성에 

해 고찰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나는 연구의 범위를 좁힐 전제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직관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다층적인 시각 예술의 작업 행위를 상으로 한다. 따

라서 작업에 한 언어적 분석은 누락 없이 완전할 수 없고 하나의 체계로 완벽하게 설

명될 수 없다. 조형의 분산성은 작업의 전개 과정에서 규명이 필요한 관심 상들 중 

하나일 뿐 이 글의 사유가 작업과 관련한 논제 전체를 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글에서 작품의 모든 요소를 단일한 주제 하에 구조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미디어 경험에 주목하여 타인의 글에서 소재를 

얻고 이미지가 상 적으로 더 파편화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의 작품을 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나의 예술 행위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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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고, 이전에도 잘 붙지 않는 이미지들이 목격되었으며,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과거

의 태도가 드러나는 작업들이 존재하 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콜라주를 상으로 하지

만 필요할 경우 나는 다른 시기의 작품들도 비교군과 조군으로써 참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글에서 지역 미술로서의 한국 미술에 한 논의를 유보하고자 

한다. 나는 한국의 작가로서 한국 미술에 적용되는 고유성이나 시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논문의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나는 전지구적인 관점

에 집중하여 창작과 비평에 통용되는 시 성과 매체론 일반이 지역의 문제로 차단되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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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상에서의 미디어 경험 

 

 

1.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상적 경험 

 

시각 예술은 창작 주체가 경험을 통해 생성된 생각과 감정을 시각 언어로 표현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경험은 시 와 상황의 향을 받고 표현은 작품으로 귀

결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 즉, 경험과 표현 혹은 배경과 작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작가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어떤 작가는 사회적 경험이 동기가 되어 작업에 착수

하고, 다른 작가는 사적인 경험에 반응하며, 일부 작가들은 미술 자체의 논의에 주목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관념이 작가의 성향에 따라 사회적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

고, 정서의 표출에 집중될 수 있으며, 예술에 한 주장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작가로서의 나의 위치를 설정하면 나는 사적인 경험이 동기가 되는 경

우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의 경험에 주목하는 나의 작업은 미디어를 매개로 세계와 

관계하는 나의 일상에 한 것이다. 나는 동시 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기상과 

동시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하여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인터

넷의 정보를 참고한다. 여가 시간은 주로 미디어에서 산재하는 문화 컨텐츠의 소비에 

사용되고 소셜 네트워크 참여자 사이의 의사 소통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계속 된다. 지

인과의 면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그들에 한 정보가 정서적인 관계를 신하기도 한

다. 이렇듯 미디어는 우리의 삶 전반에 깊게 침투하여 문화적 층위에서 생활과 관계의 

형태를 변화시켰다[작품 1].  

미디어 문화에 하여 언급하자면 그것은 반 세기보다 더 이전에 미술에서 이미 

조명된 바 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한 미국적 중 매체의 등장이 그것인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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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오전 1:03_“나는 4년 전에 소셜 네트워킹을 갖지 않는 친구를 알고 있다. 그건 멍청한 이야기

야. 나는 긴장을 잃어버렸다. 내 어는 끔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2018, 드로잉 

종이,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33.1x24cm, 37.5x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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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파급력과 새로운 형태의 소비 문화에 한 사회적 자각은 비디오 아트나 팝 아

트와 같은 미술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는 미디어 문화는 과거의 기

술 매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포스트 인터넷 Post Internet’이라고 불리는 동시

의 특수한 상황으로 디지털 형식의 정보가 전지구적으로 유통되는 새로운 문화를 말

한다.1 디지털 미디어는 과거 중 매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수용자를 전제로 하지만 

분절 형식을 기반으로 가상성, 접근성, 상호 작용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2 

디지털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세계는 또 다른 현실로 간주될 만큼 완성된 것이고 사용자

는 그것에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그것은 개인에게 일  일로 작동

하여 더 구체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포스트 인터넷의 상황에 하여 많은 작가들이 시각적 표현을 시도해오고 

있다. 한 예로 2018년 제 12회 광주 비엔날레는 하나의 전시관을 포스트 인터넷 시

의 조명에 할애하 다. 《종말들: 포스트 인터넷 시 의 참여 정치》는 작가들이 새로운 

시 를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한 실례들을 보여주었다. 한 작가는 픽셀화된 이미지

로 사회를 재현하여 디지털 세계가 확장될 때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공공 역과 그 정

치적 의미를 드러냈다. 또 다른 작가는 네트워크의 보급 상황이 좋지 않은 쿠바에서 정

보를 담아 유통시키는 외장 하드를 보여주어 정보의 자본화와 민주화에 해 재고하는 

기회를 마련하 다. 기성 체계의 붕괴에 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은 이렇듯 

                                                
1 ‘포스트 인터넷’은 2000년  후반 예술과 비평의 역에서 마리아 올슨 Maria Olson, 진 맥휴 Gene 

Mchugh, 아르티 비어칸트 Artie Vierkant를 비롯한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이 인터넷 아트와 관련하여 

진행한 논의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용어는 인터넷의 상용화 이후 삶의 조건이 된 네트워크 문화에 

반응하는 예술을 지시한다. 그것은 예술의 상을 비물질적인 층위의 것으로 확 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예술의 제작, 매체, 전시의 개념과 형태를 변화시킨 상황을 반 한다.  

김지훈,「왜, 포스트인터넷아트인가?」, 『Art in Culture』(2016.11), pp. 92~109.  

2 “상호성이나 가상성 같은 디지털적 가치들”  

최종철,「후기 매체 시 의 비평적 담론들」,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41, 2014),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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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 발전 일반의 차원에서 다뤄지기도 하 다. 한 

단일 채널 비디오 작업은 가상 공간에 위치하며 관람객에게 말을 거는 존재를 보여주었

다. 그것은 기술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심이 와해되어 이원론적 세계관이 무너진 

“동일성의 사회”에 하여 발언하 다.3   

반면, 같은 시 의 조형적 표현과 관련하여 나는 개인 층위의 향에 더 주목한다. 

지금의 사람들이 정보를 경험하는 방식은 과거 중 매체의 경우에 비해 한층 더 내

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수 많은 선택 가능항과 개인에게 맞추어 저장되고 계획되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정보 공간에 사적 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인터넷 

미디어는 단순히 관조적 소비의 상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특수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

의 삶을 다른 형태로 체하는 새로운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디어에 관련된 논의의 중심은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기술 도입 초기

에 자주 등장하 던 소비, 파급력, 획일성, 통제와 같은 사회적 논제들 뿐 아니라 개인

의 삶에 적용되는 변화된 규칙과 그 향 또한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후자는 전자

에 비해 가시적이거나 극적이지 않지만 일상의 거의 모든 역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더 

심층적이고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미디어 경험에 

주목한다. 

이전부터 나의 작업은 일상에 한 것이었다. 이는 이 글의 분석 상인 데이터 콜

라주 이전에 제작된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수렴적 공간》연작에서 사적 공

간인 집과 그 곳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참고 그림 1, 2]. 

각기 다른 시기에 제작된 <경험적 공간_이사>와 <이주>에서는 익숙한 공간에서 분리되

어 이동하는 경험을 기록하 다[참고 그림 3, 4]. <15_04_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 커다

                                                
3  선우 훈, <가장 평면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2017, <평면이 새로운 깊이다>, 2018; 줄리아 

웨이스트 Julia Weist, 네스터 시레 Nestor Siré <ARCA>, 2016~2017; 자크 블라스 Zach Blas <주빌리 

Jubliee 2033>, 광주 비엔날레 브로슈어 (2018),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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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2. <의자>, 2007, 스냅 사진 콜라주,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5x80cm. 

참고 그림 1. <늦은 밤>, 2007, 스냅 사진 콜라주,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05x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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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3. <경험적 공간_이사>, 2004, 스냅 사진 콜라주, 천에 염료 프린트, 3점 중 하나 

124x150cm. 

 

참고 그림 4. <이주>, 2015, 스냅 사진 콜라주, 무광 디지털 매제, 한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62x1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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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에서는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버려진 아날로그 텔레비전으

로부터 떠오른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을 시각화하 다[참고 그림 5]. 이처럼 나는 

생활에서 마주치는 인물과 사물을 계기로 하여 생성된 생각과 감정을 이미지로 옮겨 왔

다.  

이러한 작업의 일상성은 부분적으로 거  담론을 향한 거부감에 기인한다. 내가 

미술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2000년  초 중반에 지배적이었던 관점은 전통

에 해 저항적이었다. ‘예술의 종말 The End of Art’, ‘후기 구조주의 Post Structuralism’,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과 같이 논의 시간에 반복하여 등장하 던 용어들에 

반 된 다수의 태도는 서구 중심의 인식적 틀이 수반할 수 있는 내면화된 권력에 하

여 경계하 고 작가들은 그것의 향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곤 했다. 나 역시 전통적인 

사고에 끊임 없이 질문을 던졌고, 발언이 무의식적으로 관습적인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참고 그림 5. <15_04_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015, 스냅 사진 콜라

주, 무광, 유광 디지털 매제, 드로잉 종이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50x7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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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해야 했으며, 수 많은 전제를 설명하고 특정 사상에 국한시킨 주장은 방어적으

로 무뎌지기도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의 전통적 태도나 그 반  극의 비판적 시

 정신 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실존적 현실이었다. 누락과 폭력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타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한 전통적 인식 체계나 전형적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의 의미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  정신 신에 구체적인 예로서의 개인의 

삶으로 회귀하고자 한 것이다. 나는 사소한 기록이 제약과 의심으로 인해 주춤거리지 

않고 쉽게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 다. 무거운 이론과 사전 검

열에서 자유로워질 때 표현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현재의 데이터 콜라주 작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의 작업은 미디어에 해 

정치 사회적 발언을 시도하는, 앞서 살펴 본 작업들과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나는 인터

넷 정보 컨텐츠의 수용자로서 데이터를 통해 타인과 관계하는 나의 사적인 경험에 몰두

한다.  

데이터는 외부 자극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생성한다. 특수한 점은 그것은 물리적 

공간의 자극에 비해 양이 많고 전달과 변형이 빠르며 의식의 생성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수용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에 압도되고 따라서 나의 작업

은 완결된 사유를 시각화하기보다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연상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인터넷 미디어 경험에 한 나의 작업은 결과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드로잉

과 같아 고정되거나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이고 실존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작업이 데이터에 한 실존적인 반응을 담고 있음은 작품의 ‘상세 감각’ 이미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감각은 모더니즘의 건축물이 간과한 세부 장식의 중요성을 재

고하기 위해 건축 미학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을 연구자 박성봉이 중 문화의 역으로 

도입하여 설명한 것이다.4  그는 화의 식사 장면에서 인물이 날아 온 파리를 손으로 

                                                
4 박성봉,「 중 예술의 미학- 그 한 구체적인 경우」,『 중서사 연구』(9, 2003), pp. 38~39,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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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는 행동을 했을 때 한 마리의 파리가 일상의 “섬세한 상세 감각”에 해당한다고 쓴다. 

나는 이러한 상세 감각이 일반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이고 실존적인 표현

에 의해 묘사될 수 있다. 데이터 콜라주 이미지인 <6시간 전_“My mother passed away 

last night after a long term ailment. I am on my way to Korea.”>를 보면 이러한 상세 감

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작품 2]. 이 작업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된 지인의 

부고에서 시작되었다. 원거리에서 전해진 텍스트는 단독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것은 

같은 플랫폼의 다른 글과 사진, 재생되고 있는 다른 윈도우의 상, 팝업 창의 색과 음

향, 배경 음악, 모니터 바탕 화면의 빛을 비롯하여 해당 순간의 물리적인 조건 안에서 

공감각적으로 체험되었다. 내가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죽음은 텍스트를 면하는 현

장에 귀속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은 눈 앞을 지나가고 귀에 들리는 다른 데이터에 덧입

혀졌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세 감각 이미지가 생성된다. 작품에서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무  조명의 분홍색과 청색, 죽은 물고기의 금색, 비늘의 질감, 병원의 무채색 

천장, 반짝이는 천의 촉감, 장막과 같이 늘어진 오류 이미지의 흑백 수직선이 모두 죽음

의 감각을 지시한다. 이들은 ‘다리를 건너는’ 순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재료들로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이기보다는 관계의 순간 사용 가능한 이미지에서 선별된 나만의 

일회적인 표현이다. 만일 내가 경험의 순간이 아니라 죽음 일반에 해 이야기하고자 

하 다면 이미지는 다수의 사람들과 더 쉽게 소통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상징을 이용하

고 상, 동기, 맥락에 해 더 설명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면에는 죽음과 직접 

연관되지 않아 보이는 소재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들은 정보 경험의 상황을 함께 한 것

들로 당시 나의 정서에 부합하 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고 실존적 만남의 순간을 지시한

다. 작품의 상세 감각 이미지는 다양한 자극이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정

보 환경 안에서 작업이 데이터의 객관적인 지시 상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연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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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6시간 전_“My mother passed away last night after a long term ailment. I am on my way to 

Korea.”>, 2018~2019,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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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나는 비판적 논리, 나의 방어적 태도를 비롯한 여러 제약에서 자유로

울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나는 이러한 실존적 기록이 개별 상황

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의미의 역으로 확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흥적이고 

경직되지 않은 표현으로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반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작품은 시

의 풍경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미디어 

환경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포스트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인터넷의 도입 이

후의 삶이 본질적인 층위에서 변화하 다면 그에 한 조형적 기록이 동시  미디어 문

화의 징후로써 표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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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경험에 대한 양가적 감정 

 

현실의 경험이 미디어에 의해 구성되거나 체될 때 내게는 이율 배반적인 두 가

지 감정이 생성된다. 그 중 하나는 정보에 한 ‘얇은’ 공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

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는 재난 보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재해와 사고 소식

은 언제나 뉴스에 포함되어 낯설지 않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담은 기

록물은 상세해지고 고화질로 전달되는데 이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아서 더 구

체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서적 동요가 오래 가

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짧은 시청 시간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화면이 충격, 분노, 공포, 

불안, 슬픔의 감정을 생성한다. 그러나 몰입은 길지 않고 나는 이내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로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자신과 미디어에 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타인

의 일에 무감각해지는 것에 한 죄책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에 한 실망감, 불행

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미디어에 한 회의감이 심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얇은 공감은 미디어에 의해 확보되는 거리 때문일 수 있다. 미디어는 정보

의 실재감과는 별개로 정보 상과 수용자 사이에 피상적이고 무한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뉴스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의 소식을 전달한다는 의

미가 아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의 사건도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데 <SiGae-Fast 

Forwarding Channel. 34_Woomeon Mountain Break>는 내가 전부터 이와 같은 고민의 

시각화에 관여해 왔음을 보여준다[참고 그림 6]. 이 작업은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의 보도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상에서 일정 시간마다 자동적으

로 정지 이미지를 저장하 고 수집된 이미지들을 한 장의 종이에 여러 번에 걸쳐 옮겼

다. 수직적 반복 인쇄의 결과 구체적인 장면이 지워지고 화면은 어두워졌다. 이를 통해 

상 컨텐츠를 빨리 돌려보는 동세 의 정보 수용 습관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보에 빈번

하게 노출될수록 익숙해져 사건의 내용에서 수용자를 멀어지게 하는 미디어 경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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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6. <SiGae-Fast Forwarding Channel. 34_Woomeon Mountain Break>, 2012, 상 자동 캡

처, 중첩 인쇄, 드로잉 종이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41.9x71.1cm. 

 

참고 그림 7. <Beautiful World_여명>, 2013,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150x130cm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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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드러내고자 했다. 당시 나는 작업에 한 글에 “며칠 후 거주지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재해 현장을 들렀다 ... 어느 곳에서도 이전 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 

슬픔은 더 이상 피상적인 이해의 상이 아니었다.”고 적었다.5 미디어는 강력하여 물리

적 거리를 상쇄할 정도로 사실적이지만 수용자는 오히려 현실 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모순적 작용에 한 사유는 보도 사진을 재촬 하는 작업에서도 

드러난다. <Beautiful World_여명>은 테러, 산불,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현장을 기록하

는 단체의 사진을 매크로 렌즈로 촬 한 작품이다[참고 그림 7]. 나는 초점을 상 사진

의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맞추어 나머지 역을 흐리게 하 고 낮은 자세로 촬 하여 

원본 이미지를 얇게 압축하 다. 이러한 기계적인 왜곡을 통해 고통스러운 사진은 일몰

의 한 장면처럼 평화롭게 바뀐다. 나는 사진 매체에 관한 수전 손택 Susan Sontag 의 견

해를 참고하 다.6 “타인의 고통 The Pain of Others”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뉴스 사

진은 정보 수용자로 하여금 사건을 “구경”하게 만든다. 비교적 현 적인 경험에 속하는 

보도 사진은 보는 이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요구되는데 그 경험은 “의식은 금방 불타올

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 뒤, 곧장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져 갈 것이다.”는 말처럼 

빠른 공감과 망각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현실 감각의 상실은 정보의 전형성에 의해 가속화된다. 소셜 미디어는 

현실의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상이한 시간과 지역에 살고 있는 사용자들의 소식을 

교환하는 장으로써 역할한다. 그래서 게시 글이 서로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

이라고 기 되지만 실제로 내용은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으로 수렴될 수 있다. 사회의 

                                                
5 Hae Min Choi, “SaGag in SaGag_Distortion in Image Receiving and the Creative Proces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Master Fine Arts Thesis, 2012), p. 29. 

6 Susan Sontag,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2003),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서울: 이후, 2004), 

p. 3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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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가, 생일, 결혼, 출산, 죽음에 한 기록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수용자가 

이러한 정보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사건에 기계적으로 응하게 되고 관계의 진정성에 

해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 로 미디어를 매개로 한 관계는 편리하기도 하다. 주체는 실제

로 상을 면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 관계의 규칙, 사회적 규율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의 참여자는 논리를 기준으로 

자기 검열을 시도하기도 한다. 반면 현장에서 분리되는 미디어 상에서의 관계는 그를 

검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자유 연상은 사전에 재단하는 바 없이 관념이 

다른 관념으로 이어지는 자유로운 사고 활동을 뜻한다. 정보의 개인적인 소비는 논리와 

사회의 규칙에서 벗어나 연상의 활동을 위한 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Conversations in a Café》는 앞서 언급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반성과 비판에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정보의 편한 수용의 예를 보여준다[참고 그림 8, 9]. 내가 작품에서 

보도 사진을 재촬 한 것은 사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원본 사진의 인

물, 사물, 형태, 색, 질감, 구도에 주목하여 일종의 이미지의 끝말 잇기를 시도한다. ‘느

슨한’ 연상으로 원자 폭탄의 버섯 구름, 화재 현장의 연기, 솜사탕을 같은 선 상에 위치

시키고, 불을 군 의 붉은 색 깃발과 연결하며, 중동에 파견되어 정렬해 있는 군인들의 

철모에서 꽉 찬 난민 수용소와 콩 모양의 젤리를 떠올리는 것이다. 정보로부터의 이탈

을 보여주는 이들 사진은 접이식 책의 형태로 길게 나열되는데 이는 계속 이어지는 자

유 연상의 속성을 반 함과 동시에 에드 루샤 Ed Ruscha 가 로스 앤젤레스의 풍경을 포

착해 만든 책이 당시 지역 사회의 수평적 풍경과 이동의 문화를 그려낸 것에 비교될 수 

있다[참고 그림 10]. 나는 이미지의 연속 구조로 끊이지 않는 미디어의 풍경, 무감각하

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보 수용자들의 태도, 정보의 변형 과정을 시각화한다. 이 때, 

재난 사진의 왜곡은 나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준다.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사진의 내용에

서 벗어나 가볍게 생각을 이음으로써 정서적인 동요가 경감되거나 잊혀질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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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8. <Conversations in a Café No.2>, 2012,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아코디언 북, 

19x27.9cm 24쪽. 

참고 그림 9. <Conversations in a Café No.3>, 2013, 판화지에 인탈리오 그라비어 프린트, 아코디언 북, 

35x25.5cm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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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유보와 망각은 내가 자극적인 미디어 컨텐츠를 계속하여 소비할 수 있는 

정서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 결과 나는 미디어 상에서의 경험을 지속하고 

작업 또한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Photograph those old rural buildings when you get 

a chance, you never know when they gonna explode.”>와 <“행복한 100번째 생일 아빠! 

몇 달 동안 축하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명예에서 춤을 추게 될 거에요.”>는 연

결되며 망각에 따른 이미지 맥락 전환의 예를 보여준다[작품 3, 4]. 많은 사상자를 낳았

던 제천의 목욕탕 화재 사건이 보도되었던 당시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또 다른 화재 사

진을 목격하 다. 지인은  “Photograph those old rural buildings when you get a chance, 

you never know when they gonna explode.”라는 텍스트와 함께 전소된 시골 주유소의 

사진을 게시하 는데 두 사건은 당시에 접했던 많은 정보들 가운데 서로 연결되며 화재

에 한 공포, 사회에 한 분노, 남은 것에 한 애상을 심화하 다. 그렇기 때문에 나

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성된 텍스트를 가까운 지역의 화제 현장 이미지에 병치하 다. 

이 후 소셜 미디어에는 새로운 글들이 올라왔고 그 중에는 100세가 된 아버지의 생일 

소식을 알리는 지인의 텍스트, ‘최저 임금’ 구호가 적힌 시위 현장의 풍선 사진, 케이크

참고 그림 10. 에드 루샤 Ed Ruscha, <Every Building on the Sunset Strip>, 1966, 포토 콜라주, 아코디언 

북, 19x2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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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Photograph those old rural buildings when you get a chance, you never know when they gonna 

explode.”>,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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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행복한 100번째 생일 아빠! 몇 달 동안 축하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명예에서 춤을 추

게 될 거에요.”>,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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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고 장식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동 상, 네온 사인 광고,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하

여 촬 된 기차역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시차 없이 거의 동시에 전달되었

고 서로 합쳐져 내 안에서 지배적인 심상을 형성하 다. 불의 의미는 죽음에서 탄생으

로 변했고 애도의 감정은 축하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불 탄 건물은 기차역을 닮은 케이

크처럼 변형되었고, 축하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이 경우 인생에서 경험하는 충돌을 

의미하기도 하는 풍선이 더해졌으며, 초를 연상시키는 빛나는 글귀와 다른 상세 감각 

이미지들이 추가되었다. 다수의 정보가 유입되어 나만의 분리된 공간에서 소비됨에 따

라 과거의 감정이 빠르게 잊혀졌고, 이전의 이미지는 다른 사유를 시각화하는 매개체로 

바뀌었으며, 나는 새롭게 전달된 이미지들을 엄 했던 맥락에서 분리하여 자유롭게 사

용하 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용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는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다. 지인의 

사소한 글, 공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간주되는 보도 사진, 성가시게 반복되는 광고, 넘

쳐나서 자동 생성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동 상은 모두 웹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이고 

내가 사회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관계의 매개체로서 위계를 가지지 않는다. 보

도 이면에 존재하는 왜곡과 권력에 한 의심은 공적인 정보에 한 신뢰를 감소시킨다. 

반면 아는 사이라서 내가 타인의 발언에 해 가지는 순진한 믿음은 크다. 두 경우 나

와 상 간의 심리적 거리는 유사한 것이다. 매일 노출되는 탓에 가족만큼 익숙해진 광

고와 잡다한 지식의 원천으로 자주 참고하는 동 상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믿을 만하거나 전부 믿지 못하는 상이다. 불분명한 기원, 불가능한 증명, 그치지 않는 

의심, 비판적 수용의 가능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양과 속도로 인해 그들의 진실 여부는 

끝까지 추적되지 않고 일상의 이야기 거리로 동일선 상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듯 정보

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수용은 정보를 엄 하게 이해할 때 쓰이는 시간을 단축하고, 

자유로운 연상을 촉진하며, 광범위한 데이터의 소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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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의 전용 

 

이미지의 전용은 이미지를 지시 내용이나 창작자의 의도 로 사용하지 않고 상이

한 맥락과 용도로 바꾸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네트워크의 정보 자극에 한 양

가적 감정과 나의 연상을 표현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으로부터 이미지를 수집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지는 원래의 맥락에서 분리된다. 제한 없는 전용은 이미지가 전달하는 내

용을 변형하고, 내가 문제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사건이 쉽게 망각되어 해

결을 위한 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성과 비판의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전용이 그 자체로 개인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전용은 포스트 인터넷 문화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마리아 올슨 Maria 

Olson 은 포스트 인터넷 문화를 “서핑”, “다운로딩”, “전용”, “공유”로 설명한다.7 그녀는 

온라인 공간의 사용자들이 검색하여 내려받은 컨텐츠를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 언어

로 변형하고 다시 게시하는 “웹 서핑 Web Surfing” 문화에 주목한다. 올슨은 이러한 이

미지의 재생산의 과정을 “순환 Circulation”의 개념으로 요약하는데, 전용은 순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일상의 검색 행위와 예술 창작의 경계를 사라지게 한다. 포스트 

인터넷 미술은 다운로딩을 통해 얻은 재료를 전용하는 이미지, 퍼포먼스, 노래, 텍스트, 

설치 작업 등을 가리키며 창작에서의 변화한 문화적 토 를 반 하는 것이다.8  

또, 이미지의 본질에 하여 생각할 때 그것은 본래 자유롭다. 이미지는 두 가지 

                                                
7 Maria Olson, “Lost Not Found: The Circulation of Images in Digital Visual Culture” (2008).  

https://www.academia.edu/26348235/_Lost_Not_Found_The_Circulation_of_Images_in_Digital_Vi

sual_Culture_from_Words_Without_Pictures 

8 김지훈, 앞의 글,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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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9 실증주의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반 하는 첫번째 의미는 세

계를 설명하는 기호를 뜻한다. 이 경우 이미지는 “외연적 의미 denotation” 즉, 하나의 

기표에 하나의 기의가 연결되는 제한적이지만 명료한 의미를 가지고 객관적인 소통을 

위해 사용된다. 반면 다른 의미의 이미지는 개인이 세계에 해 가지는 주관적인 이해

와 표현에 관련된다. 그것은 “내포적 의미 connotation”, 다시 말해 하나의 기표가 다수

의 기의를 가질 수 있는데 그 결과 이미지는 기호에서 벗어나 상징으로 이동한다. 후자

의 이미지는 철학과 해석학의 상이 되고 더 “풍요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질적인 인간들, 이질적인 문화들 간을 연결해 주는 공통 토 가 바로 이

미지이고 상상계이며, 이질적인 것의 차별과 차이만을 강조해온 서구적 인식에 한 본

격적인 비판과 반성”이 가능하다. 이미지의 전용을 언급할 때 전자의 의미를 적용하면 

작업 행위는 분명히 정보에서 이탈한다. 그러나 후자의 관점에서 전용은 오히려 구체적

인 지시 내용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층위의 사유, 내 작업의 경우에는 타인

과의 관계가 가상 공간으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정보와 현실의 틈, 그것에 기인한 감정

에 한 반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지시 내용로부터의 이탈의 중요성은 문화적으로도 논의된다. 나는 레브 마

노비치 Lev Manovichi 가 언급한 내용에 주목한다.10 그는 과거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창작자, 글, 독자를 설정하고 정보와 인식의 차원에서 문화 비평을 진행해왔다고 

기술한다. 반면, 새로운 시 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전송자, 전송자의 코드, 메

세지, 송신자, 송신자의 코드, 전달 채널, 그에 작용하는 노이즈를 고려한다고 말한다. 

이 중 노이즈는 단순히 기술적 오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불일치 discrepancy”를 뜻한다. 마노비치는 이것의 중요성을 암시적으로 전

                                                
9 유평준, 진형준,『이미지』(서울: 살림, 2002), pp. 131~134. 

10 Lev Manovich, “Post-media Aesthetics” (2001), p. 14. 

http://manovich.net/index.php/projects/post-media-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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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데, 과거 원격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는 소통의 주체들이 떨어져 있어도 그들

에게 내용을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를 객관적인 채널이 매개한다고 생

각하 지만 정확한 전달은 오히려 수용자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쓴다. 

또, 그는 과거의 모델이 수용자의 ‘정서’와 그에 미치는 ‘ 향’을 의미 있게 다루지 못하

다고 덧붙인다. 이에 해서는 정보의 향을 계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해

질 수 있다.11 그러나 나는 정보의 수용이 이론적으로 구조화될 수 없더라도 통제에서 

벗어나는 소비의 중요성은 여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탈은 정보의 지시 내

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렇듯 이탈 다시 말해 내가 전용이라 지칭하는 것은 가능성의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작업 과정에서 정보의 개인적인 수용으로 인해 끊임 없이 발생한다. 계

속되는 지인의 소식과 사회의 뉴스는 나에게 애도, 희열, 분노와 같은 극적인 감정을 지

속시킨다. 이러한 동요는 이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는 나약하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 

직면한 정보로부터 도피를 시도한다. 또, 유사한 종류와 수위의 자극은 반복되며 현실 

감각을 무뎌지게 한다. 이러한 현실의 공백을 자유로운 연상이 체한다. 논리와 사회적 

규율을 따르지 않고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역을 아우르며 끊

임 없이 변화하여 새로운 관점을 발생시키는 개인의 연상이 빈 자리를 메우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아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표출에 가깝다. 그것은 해당 사건에 깊이 관련될 수도 있고, 유사한 사건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완전히 관계 없는 분야의 단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피는 제한 없이 자유롭

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강박적으로 작동하는 교육된 이성, 공감하고자 하는 양심, 

새롭게 전달되는 정보가 끊임 없이 현실 감각을 상기시키는 것이다[참고 그림 11]. 

전시 《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

                                                
11 최종철, 앞의 글,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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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이러한 전용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어느 하루에 접한 소셜 네

트워크의 텍스트 중 관심이 가는 것을 임의로 선택하고 그것에서 생성된 연상을 인터넷 

공간의 이미지를 잘라 붙여 시각화하 다. 이러한 행위의 이유는 전시의 제목에서 유추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Interface’는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서 상

호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매개체나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나는 현실에서 인터넷 공간으

로 옮겨 간 사회적 관계의 매개체를 SNS 와 콜라주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만

남을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공간으로 제한하고 댓글이나 공감의 이모티콘 신 작가로

서 할 수 있는 시각 작업으로 그들에 반응하는 것이다. 한 예로 “Life and love … 

welcome little Ren! Born 10:30 this morning.”이라는 텍스트를 계기로 시작한 작업은 탄

생과 관련된 이미지들의 수집으로 이어졌다[작품 5]. 이미지는 아기 예수의 구유를 떠

올리게 하는 지푸라기, 소파, 계란, 갓 태어난 새, 병원의 천장, 아기를 싸는 수건, 침 , 

참고 그림 11. <자기 혐오>, 2013, 유광 디지털 매제, 알루미늄 호일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마스킹 

테이프, 변형 전 69.9x50.8cm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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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Life and love … welcome little Ren! Born 10:30 this morning.”>,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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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so this is happening!”>,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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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Hey. Are you three okay? These fires have me worried for you guys.”>,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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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Selamat Siang 안녕하세요”>,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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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We are fine, thanks.”>,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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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bed#oldman#bluehair”>,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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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하는 어머니의 가슴, 아기의 볼과 같은 것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 폰의 알

림은 새로운 텍스트가 업로드된 사실을 전달하 고 그 내용은 “so this is happening!”으

로 미국의 지인이 자국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다[작품 6]. 글로 인해 나는 현실

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머니의 체온, 병원 냄새, 아기의 촉감과 같은 기억과 감각으로 

희미해 졌던 현실이 한 번에 인지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뉴스에 보도되고 있던 정치인

들의 단체 사진 속 가식적인 웃음, 지도자의 연설 중 단상 위로 여러 번 올라온 선동적

인 자세의 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북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설문지, 변기, 위

험한 폐기물, 흙 먼지가 날리는 제 3 세계의 건설 현장, 그 곳으로 향하는 크루즈 선의 

모습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관련 이미지들을 조합하던 중 모니터의 한 켠에 재생시

켜 놓은 다른 뉴스 채널에서 캘리포니아의 형 산불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부분의 가옥이 불탔고 도로는 녹아 내렸다. 소셜 미디어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

들의 안부를 묻는 글들이 이어졌고 그 곳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답글이 올라오지 않는 

시간 동안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작품 7]. 한편,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친구는 가

족 사진을 게시하 다. 번역하여 이해한 텍스트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는데 한국어로 

그 문장은 내가 화재 지역의 지인에게 보내고 싶었던 안부 인사와 동일하 다[작품 8]. 

걱정하는 마음이 다른 정보에 의해 단계적으로 잊혀 갈 때쯤 캘리포니아의 지인은 가족

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해 왔고 나는 안도하며 붉은 색의 반 인 초록색 이미지

를 수집하 다[작품 9]. 한 시간 쯤 후 소셜 미디어에는 노쇠한 아버지를 그린 듯한 유

화 작업이 게시되었다. 나는 그것을 본 후 내가 가족에 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떠올

리며 병원의 침 , 수술 장면, 넥타이, 백발, 코끼리의 피부와 같은 이미지를 수집하 다

[작품 10].  

이러한 일련의 작품에서 이미지의 전용은 화면의 포화로 이어진다. 반복되는 자극, 

해방, 현실로의 복귀 과정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수집되는 것이다. 조형 과정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 의해 가속화된다. 원래부터 인터넷의 컨텐츠는 많고 다양하다. 전지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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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네트워크는 다수의 사용자가 만든 창작물이 공유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그 안

에서 현실의 자극은 끊이지 않고 더 빈번한 동요와 자유로운 도피가 이어진다. 더욱이 

이를 시각화할 합성의 재료가 인터넷 공간에 넘쳐난다. 그리하여 나의 작품에서 전용은 

극 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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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의 정도에 따른 정보 수용의 태도 

 

나는 타인의 텍스트를 수용할 때 ‘공감 empathy’을 중요하게 여긴다. 공감은 타인

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자기-인식적 시도”를 의미한다.12 그것은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

을 바탕으로 상상하고 모방하여 타인의 느낌과 처지를 알고자 하는 행위이고 정서적 민

감성이 증 되어 함께 느끼는 결과를 가져 오는 ‘동정 sympathy’과 달리 주체의 분리된 

자의식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동정은 주체와 타인의 정서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

며 양자를 거의 동일하게 간주하지만 공감은 주체가 세계를 인지하고자 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나의 태도는 공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

선, 나는 타인의 발화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며 나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상 의 발화

를 계기로 나의 상황을 떠올리고 그 내용을 주어진 텍스트에 입하여 시각화하는 것이

다. 이는 <눈이 왔다. It’s snowing … #눈#눈이왔다#snow#snowing>에서 확인할 수 있

다[작품 11]. 한 친구는 눈이 온 사실을 반복하여 적은 텍스트를 사진과 함께 소셜 미디

어의 플랫폼에 게시하 다. 사진은 눈을 가까운 거리에서 촬 한 것으로 세부 결정이 

보일 정도로 확 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해가 강하게 비추었기 때문에 눈이 흰색, 노

란색, 파란색을 반사하고 있었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비가 심하여 질감이 강조되

어 있었다. 이렇듯 따뜻한 동시에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와 눈이 온 사실을 그 로 기술

한 텍스트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적은 다른 텍스트 위에 업로드되었는데 세 가지 정

보는 연결되며 특정한 의미를 생성하 다. 나는 그가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하거나 기억

                                                
12 Lauren Wispé,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pcept, A Word 

is Ned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02, 1986), p. 318; 박지희, 

「공감(empathy)과 동정(sympathy) 두 개념에 한 고찰」, 『한국수사학회 학술 회』(2015, 05), 

pp.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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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픔 11. <눈이 왔다. It’s snowing … #눈#눈이왔다#snow#snowing>, 2018, 드로잉 종이,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33.1x24cm, 33.1x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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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고 힘들어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해당 

텍스트를 새롭게 전달된 글의 목록에서 선택하 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나의 상황을 

변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가까운 사람의 병환을 지켜봐야 했던 나

는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고 있었다. 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겨울에 한 우려

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기온은 상당히 낮게 느껴졌고, 나

는 변함 없이 일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느

낌을 받았다. 또,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었지

만 주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고 지각 활동이 멈추어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 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모순적 감각을 인터넷에서 수집

한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표현하 다. 한여름의 풍경을 갑자기 내린 폭설을 치우는 뉴

욕 거리의 시민 이미지와 병치하 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 겨울에도 계속 목격되고 있

다는 꿀벌의 사진을 화면에 추가하 다. 또한 초점이 명확한 이미지를 흐릿한 이미지와 

조되도록 하 다. 전자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객관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으

로 재료 사진의 초점 역에서 추출되어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는 소재들이었다. 반면 

주로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후자는 지나쳐 가는 인물, 재료 사진의 원경에 위치한 

병상, 벽, 천장, 공간의 구획물, 물 컵, 칫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같은 것으로 실제

로 내가 속해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가깝게 연결되는 이미지들이었

다. 그들은 부분 카메라의 렌즈와 지나치게 가깝거나 먼 곳에서 촬 되어 초점이 맞

지 않는 이미지들이었다. 거리감으로 인해 쉽게 인지되지 않는 상은 가까운 사람이 

겪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나의 심리 상태를 시각화하는 것에 적합하 다. 그들을 

조합하여 만든 작품 이미지는 나의 상황을 근거로 타인의 텍스트가 전달하는 정서를 이

해하려는 공감 행위의 결과물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타인의 감정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내용을 추측하여 표현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는 앞 선 예보다 공감의 정도가 낮은 상황으로 시각화는 타인의 텍스



 

 42 

트와 또 다른 정보를 병치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 예로 “코 끝이 쨍하며 한동안 아팠

다.”를 살펴볼 수 있다[작품 12]. 이 경우 텍스트가 전달하는 정서는 묵인할 수 없을 정

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이 내용을 쓴 지인의 상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가 반복하여 유사한 글을 표현해 왔기 때문이었

다. 그는 해당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을 정서적 표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왔고 언제

나 자신의 상황에 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 채 감정 상태를 한 두 줄의 문장으로 

기록해 왔다. 글의 내용은 그가 경험한 상처와 관련된 것으로 감정은 체로 슬픔이나 

분노로 수렴될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양가적 감정이 발생하는 상황에 해당한

다. 일상의 관계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주체가 상 방과 직접 면하지 않을 때 

비슷한 매개물이 반복되면 주체의 의식은 관계의 상황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다. 그래

서 나는 그의 구체적 감정을 불편함 일반으로 환원하고 그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관조

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지인의 텍스트가 전달하는 정서를 다른 정보에 빗 어 이해하려고 하 다.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는 국의 한 마을에 관련한 월드 뉴스의 보도에서 유래한다. 그

것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로 주민들은 주거 지역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 앞 가로수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다고 한다. 상을 

시청하는 순간 나는 지역의 상황이나 새의 습성에 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 음에도 불

구하고 일차원적인 불쾌감과 동정심을 표출하 고 뉴스의 내용에서 지인의 상황을 떠

올릴 수 있었다. 지인이 경험한 좌절감 역시 스스로 자리할 위치를 찾지 못하고 타인들

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 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추측하 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텍스트를 못이 박힌 나무 사진과 병치하 다. 두 사건은 모두 완전한 공감의 

상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공유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나무 사진에 3D 로 구현된 하늘과 크로마키 배경을 더하여 내가 느끼는 거리

감과 관망하는 태도를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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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코 끝이 쨍하며 한동안 아팠다”>, 2018, 드로잉 종이,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33.1x24cm, 33.1x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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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나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보하기도 한다. 이는 텍스트에 한 공감의 

노력을 멈추고 현실 감각을 차단한 채 나만의 조형 행위에 몰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 are fine, thanks.”>는 초록색의 이미지로 구성된다[작품 9]. 해당 색은 텍스

트가 지시하는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텍스트는 산불이 난 상황에서 오고 간 소

셜 미디어의 글로 구체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특정한 감정을 지시한다. 그와 관련

해 나는 초록색을 떠올리고 이미지를 수집하 는데 이러한 시도는 필연적이기보다는 

자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은 붉은색을 상기시킬 수 있고 그것이 진압되었

다는 사실에서 보색인 초록색을 떠올릴 수 있다. 또, 편안해진 심리적 상태가 안정감을 

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초록색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 관계는 

개인적인 연상이나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인 층위에서 수집 행위를 설

득력 있게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의적 수집 행위는 소셜 미디어의 시각화 연작

에 여러 번 등장한다. 그 예로 “#holiday#muscle#la#detail”이라는 체력 단련에 한 

지인의 텍스트는 인체가 가득 찬 화면으로 귀결되었다. 또, 나는 “가을이라 많이 먹힌

다.”라는 텍스트를 계기로 다량의 인터넷 사진에서 갈색 이미지를 추출하여 화면을 구

성하 다.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수집 행위는 텍스트와 합성 이미지 사이의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작가가 의식하지 않은 채 연필을 종이 

위에 끄적이는 것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행위

에 가깝다. 이러한 행위에서 나는 인터넷에서 전달된 이미지를 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식 정보 체계에 한 연구를 따르면 정보의 전달과 수용은 ‘데이터’, ‘정보’, ‘지식’ 순

으로 진행된다.13 데이터는 가공되기 이전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인력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보의 생산자는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13 김상헌, 「데이터, 정보, 지식, 콘텐츠」,『인문콘텐츠』(27, 2012), pp. 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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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다. 정보의 사용자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해석하고 구조화하는데 그 결과물이 지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매개체가 된다. 주목할 것은 두 주체

가 모두 정보에 관여하지만 정보는 “생산자와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어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미지의 생산자가 조직한 정보의 수용을 유

보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인식하여 새롭게 구성한다. 초록색, 인체, 갈색과 같이 주관적

이고 포괄적인 질서를 적용하여 그들을 재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지 정보

의 현실적 맥락을 제거하고 타인의 텍스트에 한 공감을 미루어 나의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 후에도 미디어 경험을 지속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그것은 작품 이

미지를 텍스트와 분리하여 시각화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타인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어 관계의 단절을 가시화한다. 

 

 

  



 

 47 

Ⅲ. 작품의 분산성 
 

 

1.  포스트 인터넷 문화에 대한 조형적 실험 

 

나는 인터넷 문화의 일상을 소재로 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다양한 방

법으로 표현하며 일종의 조형적인 실험을 해왔다. 내가 이러한 시도를 실험이라고 부르

는 이유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내가 취했던 태도 때문이다. 나는 주제와 시각화의 방

법을 사전에 치 하게 계획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 다. 다시 말해 작품은 작업 중 이

루어진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수합해 놓은 기록물인 것이다. 실험의 조건이 표현 

과정에서 반성적인 사유의 개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었고 나는 주어진 상황에 즉

흥적으로 반응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가시화하는 현상을 역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이러한 조형적 시도는 나의 과거 작업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이전까지 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생기면 그것을 시각 언어로 옮겨 왔다. 표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작품에 담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작업이 언어로 제시될 

수 있는 주제만을 다루거나 개념 미술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과거 작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가시적인 정서 관계처럼 말 언어보다는 시각 언어

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재 또한 포함하 다. 언급한 내용은 시각 

언어의 기능에 한 나의 입장이나 개념적인 태도와 같이 구체적인 시각화 방향이 정해

지기 이전의 문제로 표현 상에 한 나의 인지 상태와 관련된다. 과거에 나는 표현에 

착수하기 전에 표현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작업 과정에서의 고민

은 부분 주제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현재의 작업은 구상과 표현의 과정에서 논리적 판단을 가능한 한 멈춤으로써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 던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



 

 48 

하여 반복하여 사용해 왔던 시각화 방법 즉, 논의가 될 만한 주제를 선별하고 지속적으

로 간결하게 정리해 나가는 나의 반성적 사유 체계를 작업 과정에서 최 한 배제한다. 

이러한 경우 작품에서 나의 생각이 명료하게 구체화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작품의 내용

과 표현은 긴 하게 연결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표현에는 과거부터 이어

져 온 습관적인 조형 방식이 향을 미쳐서 간결하게 주제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험을 진행하 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나는 그러한 시도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

며 나를 표현하는데 그러한 행위의 바탕이 되는 나 자신과 환경을 명확히 기술할 수 없

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현실에서 접하기 힘든 양과 종류의 경

험을 하 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나의 삶에 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지 않았

다. 정보 경험의 내용이 나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고유하기보다는 타인의 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되었다. 온라

인 공간에서 내가 발언하는 내용은 나의 삶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것 같았고 나는 타인

의 정보를 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과 감각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연구들은 피상적으로 

이해되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까지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일종의 발상과 표현의 체계로 역할을 하 던 과거의 사유 방식을 배제하고 가능한 한 

자유롭게 시각화의 과정을 진행하여 결과물이 드러내는 나와 환경의 모습을 확인하려

고 하 다. 판단을 멈추고 관조적인 태도로 시각적 발화물을 관찰하고자 의도했던 것이

다.  

이에 더하여 나는 즉흥적인 작업을 통해 표현의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 다. 나

는 과거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스냅 사진을 조합하기 위해 컴퓨터 이미지 편집 프로

그램을 활용하 다. 그것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촬 의 결과물을 수합함으로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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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인지하지 못하 던 촬  상의 면모를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다. 그러한 

조합 행위는 사진과 같이 완벽하게 통일된 이미지로 귀결되기보다는 정서적 표현을 목

표로 한 회화적인 미감을 드러냈다. 나는 스냅 사진 사이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미지를 합성하 지만 투명한 레이어의 흔적을 남겨 마치 회화 도구로 그린 듯한 화면을 

만들고 그를 통해 상에 한 나의 감정과 공간의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 그림 1, 2]. 이 후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점차 정형화되어 갔고 나는 이미지 편집 프

로그램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 다. 회화를 비롯하여 

다른 조형 방식이 가진 장점이나 분위기를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조형

이 가진 특수한 기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 방안으로 조형의 방식을 미리 결정하거나 완성된 작품의 조형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않고 매일 시각화를 반복하여 새로운 형식적 특성이 가시화되기를 기다렸다. 결과물을 

탐구하여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표현의 방법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는 포스트 인터넷 문화의 조건 안에서 시각 언어를 단위로 표현한다는 

규칙을 정해 놓고 자유로운 연상과 표현을 기록하도록 작업 과정을 설계하 다. 나는 

이러한 기획이 습관적으로 의존하여 온 사유와 표현의 틀에서 벗어나 작가로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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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형의 과정과 분산적인 요소의 발생 

  

사회적 관계는 사회 구성체 안에서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이다. 그것은 

공간과 매체에 제한되지 않고 발생하며 패턴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현실이나 온라인 

공간, 말 언어나 시각 언어와 같이 조건이 달라져도 긴 한 정도와 형태를 달리 하며 

지속되고 반복되어 주체가 타인과 관계하는 일정한 방식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작품에

서 관찰되는 나의 관계 방식은 세 가지 과정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우선 나의 표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발화에서 시작된다. 나는 소셜 네트워크 시

스템을 관계의 장으로 설정하고 그 곳에 올라오는 게시 글, 뉴스, 여가용 컨텐츠, 댓글

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를 살펴본다. 이러한 행위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나는 새로운 게시물의 목록을 확인하고 시각화하고 싶은 상을 선택한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참여자가 타인의 게시물을 보고 그에 해 견해를 밝히고 싶을 때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나는 의사를 표명하고 싶은 상을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선별한다. 

다음으로 나는 인터넷에서 획득한 이미지를 자르고 붙여 생각하고 느낀 점을 형상

화한다. 이미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인이 만든 것을 단위로 하여 재구성하고 표현

하는 것이다. 합성의 재료는 텍스트를 접한 순간 같이 전달된 컨텐츠들과 수급 가능한 

시각 자료들로 제한된다. 이는 앞서 언급하 던 상세 감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내용을 

상기하자면 나는 타인의 텍스트를 접하는 당시의 실존적 경험을 이미지로 옮긴다. 부

분의 경우에 나는 많은 수의 윈도우를 동시에 띄어 놓은 채 컴퓨터 작업을 한다. 그 결

과 타인의 발화 내용은 함께 목격한 다른 윈도우의 뉴스, 화, 동 상, 사진, 음악, 광

고, 검색 내용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연결된다. 다른 정보의 내용, 맥락, 시각 요소, 움

직임, 소리가 해당 텍스트에 한 나의 사유에 다양한 정도로 향을 미치는 것이다. 때

문에 나는 사유의 내용을 경험의 순간 수합한 이미지들로 시각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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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조합을 마친 합성 이미지는 프린트되어 물질로 전환된다. 나는 시각

적 발화물을 데이터 상태로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에 제시하는 

것이다. 부분의 경우에 이미지는 복수의 종이에 프린트되어 벽 면에 나열된다. 전시 

공간에는 이미지 외에 다른 시청각 자극이 함께 배치된다. 음향이나 조명 기기는 이미

지가 부착된 벽의 맞은 편이나 바닥 공간에 놓이고 작품에 다른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나의 조형 과정은 작품에 분산적인 요소들을 생성한다. 나는 이것을 

《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하다.”》의 

전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전시에 포함되는 타인의 텍스트는 개별

적이다. 전시장의 한 벽에 부착되는 텍스트의 목록을 열거하면 “코 끝이 쨍하며 한동안 

아팠다.”, “For reals”, “Conquering the world!”, “kipple as far as the eye can see”, “South 

Beach”, “I haven’t left my room in over a year.”, “Nazar ki siyaahi se likhenge …”, “5 

months today”이다. 이들이 나열되면서 만들어지는 내러티브는 단일한 주제 하에 정렬

되어 있지 않다. 개별 텍스트를 포괄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 통일된 질서, 포괄적인 범

주가 쉽게 추측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파편성은 나의 다른 연작에서

도 일관되게 목격된다. <Relation Interface_SNS-Collage>에 포함된 텍스트를 발췌하자

면 “#master #woodworker#built”, “Whose child id niehh, Masya A already grown up 

ajha kamuh nak”, “The koala was sadly unable to survive his injuries.”, “현직 미스 유니

버스 옆에서도 안꿀리네 ㄷㄷㄷㄷ”, “Happy Thanksgiving week!”, “A rabbit-hole to 

absolute despair and obliteration.”, “Please stop by and say hello if you are around Kyoto.”

이다. 나의 작업에서 이미지는 하나의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재료를 더하거나 

이전에 작업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미지의 

연속성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와 비되어 텍스트가 보여주는 내러티브의 파편성이 

더 강조된다.  

또, 전시에 포함되는 이미지는 복잡하다. 나는 작품에 광범위한 인터넷 공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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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활용한다. <“kipple as far as the eye can see”>는 환경 문제에 한 지인의 글에서 

시작되었다[작품 13]. ‘키플 Kipple’은 공상 과학 소설가 필립 딕 Philip K Dick 이 사용

한 단어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발생하는 해롭고 사악한 유형의 쓰레기를 뜻한다. 해당 

텍스트는 저녁 뉴스 시간에 전달되었고 나는 그것에 내가 속한 사회의 상황을 입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나는 보도 상에서 나왔던 청와  집무실의 깃발, 북한의 핵시설, 

화합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표지, 국제 연합 회의장, 연예인이 등장하는 국제 인권 단체

의 광고, 국가 수장들이 악수를 하는 전형적인 자세, 포토라인에서 정치인들과 범법자들

에게 전달되는 마이크 다발, 인재로 숨진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동 헌화 장소, 국회 회

의장, 국가 재난 시 정치인들이 착용하는 점퍼를 비롯한 이미지들을 수집하 다. 이미지

에는 인물, 사물, 식물, 장소 뿐 아니라 초점이 흐리거나 중첩되어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포함되었다. 이 때, 이들을 연결하는 나의 합성 방식은 서투르다. 근래의 디지털 

편집 기술은 상상 세계를 완벽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료 사진들의 외곽 프레임, 날카로운 절개선, 상이한 초점, 시점, 원근, 

명암을 그 로 드러낸다. 분리된 이미지들로 인해 화면은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

편적으로 보이게 된다.  

작품의 제시 방법 또한 전시의 중심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전시에서 

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프린트를 벽면에 교 로 부착한다[작품 14]. 합성 이미지는 텍

스트의 내용을 그 로 재현하지 않는다. 나는 타인의 텍스트를 나의 상황에 입하고 

재해석하여 표현하는데 그 결과 이미지의 내용은 발단이 된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텍스트와 이미지는 차례로 열거되며 전시장에서 유사한 면적을 차지

한다. 그에 따라 전자는 후자만큼 중요해지는데 그로 인해 양자의 외연적이지 않은 의

미 관계는 더 강조된다. 다시 말해 두 구성 요소는 반복되며 동일하지 않은 의미 관계

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또, 나는 전시장의 바닥에 33개의 손전등을 배치한다. 

빛이 가지는 주목도, 손전등의 개수, 무질서한 방향, 사용 면적을 고려할 때 손전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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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3. <“kipple as far as the eye can see”>,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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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하다.”》, 2018, 우

석 갤러리(서울) 전시 장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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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1.《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하다.”》, 2018, 

우석 갤러리(서울) 전시 장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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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프린트로 향해야 할 의식을 분산할 수 있다[작품 14-1]. 더욱이 작품에서 벽면

의 프린트와 손전등의 의미 관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텍스트나 이미지에 손전등

을 지시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다. 프린트와 다른 자극도 텍스트와 이미지

의 관계처럼 내포적인 의미 관계를 가진다. 그 결과 텍스트, 이미지, 사물 사이에는 개

별성이 강조된다. 분산적인 전시의 구성은 공간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내가 의

도한 바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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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의 분산성에 대한 의문 

 

나의 작품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서술 가능하다. 내용은 자주 ‘전환’되고 논점으로 

보이는 것을 빈번하게 ‘이탈’한다. 표현은 ‘혼성적’이고 ‘파편적’이다. 감상 중에는 상이

한 요소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더해졌는지 질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미지를 향

한 집중의 ‘간섭’과 ‘방해’를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것들을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용’이나 ‘참조’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도 있겠다. 또, 그것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나 ‘비동일성’ 측면에서의 연구가 가능하고 ‘일관성의 결여’나 ‘응

집성의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 의식과 연구의 방향에 따라 

합당한 관점과 용어를 선택하여 작업의 특수성을 지칭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

다.  

예컨  나는 ‘다원성’의 관점을 적용하여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다원성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많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뜻한다. 그것은 뿌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심층적이고 글이 작품의 복수성의 기원을 추적할 것이라는 연구의 방향을 고지

할 수 있다. 또, 그것은 나의 작업과 관련하여 나열한 서술어들 중 내용, 표현 양식, 제

시 태도를 모두 포괄하여 지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에 선다. 다원성은 상이 속하

는 범주나 태도를 제한하지 않고 복수의 상태만을 기술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가 넓은 것이다. 이러한 포괄성은 연구 초반 상에 한 관점과 평가가 명확하게 정립

되지 않았을 때 상태를 객관적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때문에 다원성은 분산

적 요소를 가진 작품의 연구에 자주 등장하고 이 글의 주요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

다.    

여러 방면에서 생각한 결과로 나는 작품의 분산적인 특성을 기술함에 있어 ‘통일

성’의 관점을 취하기로 결정하 다. 그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나의 작업관을 글에 직접

적으로 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통일성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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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집합이 하나로 파악되는 성질을 말한다. 여기서 전체는 복수의 것들을 포괄하

는 상위 개념으로 나는 이를 작가의 존재로 상정한다. 즉, 작업에 산만한 것들이 있더라

도 그들은 한 사람의 발화이며 주장이라는 점에서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 작업이 일상

의 연상을 표현하는 것은 창작 과정에서 주체의 해석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이다. 이렇

듯 작업관이 작가에 의존적인 경우 그것에 근거하여 제작된 작품들은 작가의 존재에 방

점을 두는 통일성에 의해 더 잘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 분열적인 주체에 

한 분석학적 실험이 목적이 아니라면 한 주체의 표현에서 개별성이 두드러지는 요소들

에 한 연구는 화해할 수 없이 분리된 개개가 아니라 전체와 예외의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언급하 던 다원성과 관련하여 나의 판단에 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것은 특정 

시기를 상기한다. 다원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현상을 기술할 뿐 판

단을 드러내지 않고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용어가 

실제 사용된 예를 보면 그것은 중립적이지 않다. 많은 경우 그것은 직전 시기인 ‘포스트

모더니즘 Postmodernism’의 담론들과 분리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자본주

의의 문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말 그 로 모더니즘의 종료와 과거와 분리된 새로운 

태도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것과 관련된 많은 주장들이 모더니즘의 단일한 체계에 반

하 는데 그 때 ‘순수성’, ‘이원성’과 립하여 사용한 용어가 다원성이다. 반면 이 글은 

작품의 배경을 ‘동시  Contemporary’로 전제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해서는 앞

으로 탐구하겠지만 다른 시기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용어의 사용은 글의 관점을 모

호하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논의를 연구에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일성의 관점을 전제로 할 때 나는 작품의 분산성에 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는 분산적인 요소들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을 드러내는 

지에 한 것이다. 조형의 과정에서 분산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시각화의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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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미디어 경험과 그것을 재현한 작품의 구성 요소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 공간에

서의 경험에는 다양한 범주와 맥락의 정보 자극이 동시에 작용하고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은 상이한 텍스트, 이미지, 자극을 내포하며 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들

은 나의 표현에 포함되며 단일하게 편집되지 않더라도 서로 연결된다. 나의 선택에 따

라 한 작품의 파편적인 요소들로 수렴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듯 상이한 것들에 인력을 

부여하는 양상과 근거를 밝히는 일이 작업이 시행하는 실험의 목적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산적인 요소들이 작품의 전달 내용을 불분명하게 만들 때 무엇을 읽어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그 결과가 나와 시 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은 작품의 조형 과정에 한 것이다. 일정한 조형의 방식은 시각화 

과정을 자동화하여 내가 쉽게 표현하고 작품을 양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창작 활동의 제약을 의미할 수 있다. 그 예로 나는 발화를 위해 타인이 

만든 데이터를 계기로 삼고 그것을 단위로 하여 표현한다. 작가로서 내릴 수 있는 자유

로운 선택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나는 결과물을 제시함에 있어 디지털 

이미지를 물질로 변환하여 데이터 상태에서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이동성과 파급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표현의 체계는 나의 개인적 취향과 일시적 판단으로 간주하기에는 

작업에서 언제나 견고하게 작동해왔다. 이렇듯 체계화된 방식은 작품의 가독성이 떨어

질 때 특히 더 강조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로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는 내러티브와 이미

지보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작품의 제작 체계가 더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듯 일관되게 드러나는 조형의 규칙이 내포한 의미에 해 탐구해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작업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 다. 조

형적 실험에서 나는 결과물을 통해 원인을 거꾸로 추적하여 분석하는데 작품이 보여주

는 것이 그동안 내가 고수해 왔던 태도나 이론적 지식에 잘 연결이 되지 않거나 상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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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의문들이 해결될 때 나의 작업과 

연구에 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그들의 규명이 조형 체

계와 분산성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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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수 화자의 이질적 내러티브 

 

 

1.  여러 화자의 인용과 창작의 주체 

 

작품의 내용 면에서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는 타인의 텍스트를 계기로 시작된 

연상을 사적인 자리의 이야기처럼 자유롭게 풀어낸다. 하나의 화면을 공유하며 변형되

는 일련의 작업은 타인들에 의한 내러티브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한 지인은 덩어리

처럼 보이는 창작물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Very pleased with my plastic 

babies.#suvpa #3dprinting thanks Kevin and Jac.”이라는 텍스트를 업로드하 다[작품 

15]. 나는 생명체에 쓰이는 호칭을 인공물에 붙이는 그의 행동에서 근래의 생물학적 성

의 해체와 관련된 시도를 떠올릴 수 있었다. 동시 의 일부 이론과 미술 실천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규정 불가능한 존재와 기술의 가능성에 하여 탐구한다. 

이러한 논제와 연결되어 나의 시선은 눈 앞에 펼쳐진 다양한 정보 컨텐츠들 중에서 유

전자 공학 연구실, 햇빛 없이 사육 가능하다는 식물, 자연 광이 완전히 차단된 실내 공

간, 스위치, 수 많은 인공 조명, 축제의 조명, 축배의 현장, 화학 마스크, 안전모, 산업 

폐기물, 수출되었다가 돌아온 쓰레기, 쓰레기 같은 음식들로 이동하 다. 인공 생명에 

한 사이버 펑크 식의 기묘한 감정은 이후 유입된 다양한 텍스트 중 “Hanging with 

the newborn …”에 의해 심화되었다[작품 16]. 작업에서 직전의 합성 이미지는 또 다른 

자극이며 재료로써 새로운 텍스트에 한 사유와 조형에 향을 미친다. 이 작품의 경

우 인공물을 안고 있는 손과 조명이 가득한 공간은 그 로 남겨진 채 화면에는 새롭게 

전해지는 소재들이 더해졌다. 그들은 마치 어린이용 만화에서처럼 현실의 맥락이 제거

되었고 긍정적이고 환상적으로 묘사되었다. 드론 공격 부 의 창설 기사가 문제를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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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Very pleased with my plastic babies.#suvpa#3dprinting thanks Kevin and Jac.”>, 2018, 디지

털 이미지. 



 

 63 

작품 16. <“Hanging with the newborn …”>,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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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7. <“The dancing has begun.”>,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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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holiday#muscle#la#detail”>,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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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쟁용 드론, 사상자를 낳았던 콘서트 현장의 구조물, 테러 예고 현장에 출동해 있

던 뉴욕 경찰의 자동차, 제 3 세계에 보내지는 오염된 재활용 장난감, 지역 문화의 색동 

천, 국제 연합에서 립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기, 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지구

의 에너지 소비 지도와 같은 이미지들이 멋진 장난감처럼 화면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이는 생명의 탄생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유보시키는 것처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사회

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 하는 태도에 한 나의 비판적인 시

선을 보여주었다. 놀이와 같아 보이는 인간 사회, 낙관적 예측이 선사하는 막연한 즐거

움은 이후에 업로드된 파티 장면에 한 텍스트인 “The dancing has begun.”과 연결되

었다[작품 17]. 화면에는 첨예하게 립 중인 미 중 양국 정상의 악수 장면을 포함하여 

치 상황에 놓인 손들이 샴페인 탑의 모양으로 쌓 다. 그 결과 이미지의 절반 이상이 

인체로 채워졌는데 때마침 전해진 체력 단련에 관한 텍스트는 나의 관심을 완전히 인체

로 옮아가게 하 다. 나는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인체 이미지를 수집하 고 

화면을 가득 채웠다[작품 18].  

이와 같은 연상의 기록에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발상을 시작하는 것은 그 편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지금의 인터넷 문화와 관련된다. 그것

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발화 방식, 소통 체계, 사유 태도를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동

의의 기제이다. 새로운 문화의 참여자는 스스로 주장을 발화하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타인의 발언에 한 동의 여부로 자신을 드러낸다. 소셜 미디어에서 활용되는 ‘공유’, 

‘리트윗’, ‘thumb up/ thumb down’, ‘좋아요/ 싫어요’, ‘하트’의 기능이 표적인 예인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 많은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며 심리적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할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사용의 근거가 된다. 나의 작업이 지인

들의 글을 차례로 인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기제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내가 동시다

발적으로 유입되는 텍스트 중 특정 내용을 채택하는 것은 화제나 정서가 나의 관심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해당 텍스트에 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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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용은 전지적인 시점에서 주체를 한 번에 드러내지

는 않지만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아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한다. 동의는 특정 상황에 한 

단편적인 것이지만 누적됨에 따라 주체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인용과 응 표현에 익숙하고 그 과정을 작업에 도입한다. 

타인을 발화의 계기로 삼는 행위는 동시 의 또 다른 말하기와 관련될 수 있다. 그

것은 ‘#, 해시’ 기호에 주요어를 더하여 나열하는 ‘해시 태그 Hashtag’이다. 이는 컴퓨

터에 기반한 문화가 발전하며 증가한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기 위해 고안된 특수한 표

기법이다. 이러한 쓰기 형식의 변화는 상부 구조인 사유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그 

성격을 요약하면 그것은 과도하고, 분절되며, 혼재한다. 우선 해시 태그의 발화는 과거

의 글쓰기와 비교했을 때 간결하게 계획되지 않는다. 본래 그것은 정보 검색의 정확성

과 편의를 모두 고려하여 다루고 있는 핵심 분야를 명시적인 단어들로 간결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 받는다. 그런데 해시 태그가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경우 게시

자는 많은 이에게 글이 노출되기를 원하여 필요 이상으로 단어를 더해서 기술하는 경향

을 보인다.14 또한 소셜 네트워크의 글은 형식적인 글쓰기가 아닌 자유로운 말하기에 가

깝고 전문적이기보다는 일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추가되고 반

복되면서 표현은 쉽게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해시 태그의 내용은 분절되어 있

다. 이는 단순히 단어들이 기호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성된 단어들은 단일한 범주로 수렴되기보다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가 

                                                
14 예: #That California coast what's your favorite beach?#wildcalifoniacalifonia4fun#visitca#califonia 

#beachweather#getoutside#Summerliving#beachliving#beachdaysarethebestdays#beachballinit#socal

#lajolla#sd#sandiegoliving”  

출처: https://digitalmainstreet.ca/tool/8-reasons-you-should-be-scheduling-instagram-posts-

stories-in-2019/screen-shot-2018-05-23-at-4-45-40-pm-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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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15 그 결과 정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단어들은 엄 한 의미에서 상이한 것들로 구

성된다. 이러한 분절성은 해시 태그의 글 안에 다양한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16 기호로 구분된 개체들은 단어, 문장, 명사, 동사, 부사 등 각기 다른 형식을 

보인다. 또, 그것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본래 미권의 형식적인 글쓰기에서 ‘;, 쌍

반점, 세미콜론’은 서로 다른 품사, 문장 구조, 내용을 편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허

락한다. 해시 태그는 이러한 유연한 결합 기능을 넘어 수 많은 주제, 서로 다른 형식, 

복수의 언어, 상이한 주체들까지 이질감 없이 연결하는 초월적인 자유로움을 보이는 것

이다.  

나의 작업은 소셜 미디어에서 소재를 얻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어받는다. 동의의 

기제와 해시 태그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지구적인 상호 작용의 장에서 말하기는 일원적

이고 선적이기보다는 다원적이며 동시다발적이다. 그 결과 발화는 단일한 주체의 통일

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며 연상의 시작이라는 작업의 동력을 인터넷의 타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Relation Interface_SNS-Collage>의 부분인 ”The struggle is Rima, Omg B does that 

too noooooooooo”, “#bed#woman#necklace#pillow”, “Happy Mother’s day”, “back 

in real life”, ”None of this shit should be here.”, ”Chalo samosa Khao aur khilao!”, ”이

들의 열정과 헌신을 응원합니다.”, “미국 마트에서 사와야 할 것은?” 순으로 이어지는 

                                                
15 예: #sunday#sun#reading#rva#tan#light#relax#girl#me#outside#spring#warm#instagood #photo 

oftheday#iphonesia#instamood#igers#instagramhb#picoftheday#instadaily#bestoftheday#igdaily#in

stagramers#webstagram#all_shots #statigrm#popular#photography#art#iphoneography  

  출처: https://foundr.com/use-hashtags-on-instagram/ 

16 예: #life#quotes#explore#the#hurt#pain#edits#jj#picoftheday#urban exploration#urbexer #urban 

exploring#friends#canon#imissyou#like#oceanic#follow#sadedits#urbexplaces#world#urbanexplor

er#brokenheart#losttvshow#sadness#urbexgermany#music#lostplacephotography#lifestyle#lonely  

  출처: http://best-hashtags.com/hashtag/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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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는 사전에 구성되지 않는다[작품 19]. 그것은 정보 경험 시 벌어지는 우연한 만

남과 찰나적 반응의 결과로 나의 공감 여부에 따라 작품의 일부가 된다. 타인들은 매 

순간 이미지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 한 역할을 맡는다. 이는 <#일본군#위안부#콘돔#

치킨#맥주#바캉스#해운 #어린이#안전사고#전복#버스#미세먼지#흙#이스라엘>도 마

찬가지이다[작품 20]. 해시 태그를 소재로 한 작업은 일정 시간 동안 유입된 정보를 조

합해 ‘느슨한’ 연상의 풍경을 만든다. 일본군에서 위안부에 사용하 다는 콘돔이 발견되

어 역사적 증거물이 추가되었다는 보도, 매력적인 이미지와 소리로 무장한 치킨과 맥주 

광고, 호텔 예약 사이트의 광고, 해운 에 즐비한 피서객의 사진, 여름철 가정 내 안전 

사고 지침, 장마 길에 전복된 버스, 혼잡한 구조 현장, 미세 먼지의 책 보도, 방사능 

흙에 한 보도, 이스라엘의 흙 먼지, 분쟁 지역의 무덤을 보여주는 국제 뉴스와 같이 

범주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한 순간에 전달되어 머리 속에서 뒤섞이는 것은 현재 

작품 19. <Relation Interface_SNS-Collage>, 2019, 서울  미술관(서울)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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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 <#일본군#위안부#콘돔#치킨#맥주#바캉스#해운 #어린이#안전사고#전복#버스#미세먼지#

흙#이스라엘>,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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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서 특별하지 않다. 이를 시각화한 작업에서 서로 다른 화자들의 발화 내용은 하

나의 실존적인 정보의 풍경으로 수렴된다.  

이렇듯 여러 타인의 인용 행위는 이질적인 내러티브를 만든다. 나는 상으로 삼

은 텍스트를 생략 없이 제목에 모두 포함한다. 또, 텍스트를 이미지에 귀속하지 않고 전

시 공간에 별도로 부착한다. 나는 창작 활동에 다른 주체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집단 화자의 인용은 나의 의도이며 작품의 특수성

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제는 텍스트의 선택에 있다. 작업에 포함된 텍스트는 두서 없이 

산만하다. 만일 그것이 가시적인 교점을 가진다면 작업은 다양한 글에서 관찰되는 유사

성이나 일반적 사실에 한 것이고 텍스트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긴 하게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살펴 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개별적이다. 인용 과정에서 

나의 통제력은 제한되는 듯 보이고 텍스트는 단일한 주제와 관점 하에서 편집되지 않아 

다수의 이미지를 관통하는 내러티브를 발견하기 힘들고 주제의 명시성은 떨어질 수 있

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에 주목한다. 작업이 다수의 화자를 계

기로 삼는 순간 많은 경우 창작과 비평은 주체에 한 의심과 연결된다. 다양한 내용은 

작가가 상을 해석할 힘이 없거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상의 선별은 자

동적이다. 선택의 기준은 작가의 주관이 아니라 특정 시간 나 기계적인 알고리즘과 

같이 작가가 배제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논의는 창작 주체와 관련하여 내용의 

이질성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로 돌아간다. 집단 화자의 내용은 앞 장에서 기술한 분산

적인 것에 한 통일성의 관점이라는 연구의 전제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

을 수면 위로 떠올린다. 작가에게 귀속된 표현의 해석에는 통일성이 적합할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이 후자의 관점을 취하게 된 이유 다.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듯이 작품에 

다수의 화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작가에게 절 적 권위를 부여하 던 인식 체계에서 구

조화할 수 없었던 타자들을 소재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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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작업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상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작업

은 상당히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화자의 텍스트를 인용하는 것은 연구

의 전제와 다르게 실제로는 창작 주체에 한 의심을 내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수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우선, 간편하

게 이질적인 것에 한 연구의 관점을 다원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는 포

스트모더니즘의 견지에서 작품의 이질적인 것들이 다원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에 기

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수의 텍스트를 선별하는 태도,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 전시의 구성이 전통적 질서에 봉사하지 않고 해체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작업의 방식은 수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원성의 조형에는 무작위의 방법이 

활용된다. 작가의 임의적 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적

인 선택을 기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이 나는 수 많은 텍스트 중에서 나의 기억, 감정, 관심사, 주장

과 ‘공명’하여 발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상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인용의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다. 만일 내가 창작자로서 주관적 판단력을 가진 자신에 한 믿

음을 유지하는 동시에 텍스트의 분산성과 관련하여 탐구되지 않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자 한다면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다른 논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 모순되어 보

이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충돌하고 있는지에 해 정 한 고찰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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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에서의 주체 개념 

 

복수 화자의 인용과 관련된 이질성의 판단 문제는 창작 주체에 한 질문으로 치

환할 수 있다. 다수의 발언자를 등장시키는 작업이 개인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집단 창

작의 결과물인지 입장에 따라 이질적인 내용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타인의 글은 눈 앞을 지나가는 자동차와 다르지 않고 창작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

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한다. 작업은 여전히 단일한 주체의 산물이고 작가는 주제의 통일

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을 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반

면 후자는 주체에 한 의심을 내포한다. 글을 나열하는 근거는 작가로부터 나오지 않

고 누구라도 작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작가의 창의성에 한 믿음과 제도적 특권

은 이미 소멸되었고 서로 다른 주체들의 분산적인 내용은 필연적인 결과로 별도의 논증

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먼저 주체에 한 태도들을 조사하여 나의 주체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 한다. 우선, 다수의 연구들은 주체 개념을 근 의 산물로 설명한다. ‘근  Modern’는 

과거와 분리된 특수한 시간 의식으로 현재에 한 인식과 진보에 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고 의 신화적이며 반복되는 시간에서 벗어나 중세 이후 지배적이 된, 죽

음으로 가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에서 태동하 다.17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모데

르누스 modernues” 즉, ‘현재의’, ‘새로운’, ‘다소 최근의’, ‘우리 시 에 속하는’ 시간은 

‘고 의’, ‘옛날의’, ‘예전의’ 시간과 구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근 의 사

람들은 “거인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쟁이”라는 비유에서처럼 토 를 쌓은 고 인에 비해 

나은 위치를 점유하며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다.18 르네상스 시기에 과거를 어둠, 현

                                                
17 Matei Calinescu, Five Faces of Modernity (1987), 이 욱, 백한울, 오무석, 백지숙 옮김,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서울: 시각과 언어, 1994), p. 23. 

18 위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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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빛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근 의 가치는 과거와 비되며 강조되어 갔던 것이다.19 

그 결과 ‘근 성 Modernity’은 현재성, 일시성, 즉시성과 관련되게 된다. 서구의 근 적 

주체는 현재에 근거하여 전통을 비판하고 당시 새로이 부상한 부르주아적 가치인 이성, 

과학, 기술, 자본을 옹호하며 더 발전하는 미래를 추구하는 존재 던 것이다. 

미술에서의 근 성은 18세기에 등장하 던 낭만주의적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  예술가의 “ 감”은 현재성을 기반으로 하 다.20 미는 과거에서처럼 초월적이고 보

편적이어서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가변적, 제한적, 역사적인 

개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미 개념을 전제로 전개된 미적 모더니티는 근  시기 중산층

의 가치에 저항하며 그들과 분리된다.21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작가들은 중산층의 삶이 

진부하고 위선적이며 천박하여 숭고한 중세나 자연과 비된다고 주장하 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 경향의 예술은 그들을 비판하는 사회 운동과 결부되거나 현실에서 멀어

져 순수한 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 미적 모더니티의 지향점

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순수성과 관련하여 철학의 한 경향인 구조주의는 상황의 이해를 돕

는다. 구조주의는 인간 활동을 하나의 닫힌 체계 안에서 설명한다. 그 안에서 구성 요소

는 다른 요소와의 립을 통해 가치를 획득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분화 과정은 자율적인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그 예로 모더니즘의 주체는 폐쇄된 서구 사회 안에서 이성, 

백인, 남성,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립적이고 위계적인 근 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관

점에서 구조주의는 사회의 여러 부분을 설명하 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의 구

조주의적 언어학은 언어를 “기호의 구조”로 간주하고 모든 인간은 항상 기호 체계에 관

                                                
19 위의 책, p. 30. 

20 위의 책, xi. 

21 위의 책, pp.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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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데 그것은 의미를 형성하는 “ 립들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22 또, 러시아 형식

주의와 관련하여 로만 야콥슨 Roman Jakobson 은 기법이 상호 의존적으로 체계를 만

들고 작업의 “독자성”과 “통일성”에 기여한다고 쓴다.23 그에 따르면 기법은 단순히 작

품의 객관적인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법과의 차이를 지시하고 개별 

작품을 다른 작품에서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유일한 것들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할 때 창작 주체 또한 고유해진다. 구조

주의적 관점에서 모더니즘 미술은 립에 의해 운용되는 완결된 체계를 가진다. 평면과 

조각의 매체 특정성을 구축해 가는 20세기 중반까지의 미술사적 흐름은 이러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매체에 적용되는 논리는 창작 주체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모더

니즘 미술의 창작 주체는 서구의 미술이라는 틀 안에서 독자적인 양식을 구사하는 개인

이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교점을 가지지 않는 독창성을 보이고, 창작 과정에서 절 적

인 힘을 지니며, 그의 창작물은 언제나 고유하다.    

그런데 다양한 역에서 견고한 체계를 건설해 온 근 성은 스스로의 비판적 성향

과 외부 세력의 등장으로 흔들리게 된다. 과거에 하여 저항적인 모더니즘은 자신이 

전통이 되는 순간 역으로 질문을 받게 된다. 또, 립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하

던 존재들은 완전하다고 간주되었던 체계의 전제를 흔든다. 위계에 의해 억압되었던 

항이나 체계 밖 타자들이 모더니즘의 폐쇄적인 구조가 가졌던 설득력을 감소시키는 것

이다. 이러한 흐름은 ‘후기 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이론들을 참고하여 

설명할 수 있다. 후기 구조주의는 인간의 활동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구조주의의 

전제를 거부하고 립은 순수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역학과 관계된다고 설명

                                                
22 Hal Foster, Rosalind E.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D Buchloh, David Joselit,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2010), 배수희 외 7인 옮김,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서울; 세미콜론, 2007), p. 35. 

23 위의 책,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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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예로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는 ‘man’과 ‘woman’의 기호를 제시하며 

“표시되지 않는 항”과 “표시되는 항”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밝힌다.24  즉, 순수한 

내적 원리에 의해 분화한다고 믿었던 모더니즘의 자율적 체계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미셀 푸코 Michel Foucault 는 담론이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언제나 

권력에 관계된다고 말한다.25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수의 주장들 역시 모더니즘의 허구성을 비판

한다.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중 사회, 미디어 사회, 후기 산업 사회, 후기 자본주의

로 지칭되는 시기의 특수한 문화 현상 임을 밝히고 변화한 인식 체계 안에서 과거의 미

술이 작가와 작품에 부여했던 절 적 가치를 해체할 수 있음을 보인다. 한 예로 미술관 

안에 전시될 만한 형태의 작품이 광고가 부착되는 거리 공간에 위치하며 미술의 제도적 

권위에 해 던지는 질문은 구체화된다[참고 그림 12]. 또, 사회적 관념이 제시하는 모

습으로 매번 변하는 작가의 모습은 주체의 정체성이 생득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전통적 

전제의 허구성을 드러낸다[참고 그림 13].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의 미술은 모더니

즘적 관념을 해체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프레드릭 제임슨 

Fredric Jameson 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전성기 모더니즘에 던지는 형식적 ‘조롱’이 심화

되고 종국에는 원본과 공유 의식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형식만이 남아버리는 “중성 모

방 혹은 혼성모방 Pastiche”이 등장한다고 말한다.26 또, 주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속적인 현재만으로 구성되는 정신 분열적인 존재임

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스타일의 다양성과 해체된 개인만을 남기

는 것이다.  

                                                
24 위의 책, p. 46. 

25 위의 책, p. 43. 
26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Washington: Bay Press, 1983), pp.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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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12. 다니엘 뷔랑 Daniel Buren, <Within and Beyond the Frame>, 1973, John Weber Gallery-

West Broadway Street in New York, 천, 페인트, 철 케이블, 19개 배너. 

참고 그림 13. 신디 셔먼 Cindy Sherman, <Untitled Film Still No. 84>, 1978, 은염 사진, 20.3x25.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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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들에서 주체는 주관에 근거한 

내적 동력을 잃어 무기력 해진다. 모더니즘의 예술가는 질문을 받지 않고 ‘신화’에 가까

운 힘을 가지나 불합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개인은 과거의 사유 체계에 한 비판 외

에 다른 것을 생산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나는 모더니즘의 작가가 해체되는 역사의 불

가역성을 분명히 인지한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들은 작가에 

한 믿음 전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사유에 “틀 reframe”을 

씌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낸다.27  이 때, 재고의 상이 되는 것에는 창작 주체의 

완결성, 순수성, 창조성이 포함되며 해체의 결과 그들은 약화된다. 주체의 정서는 “ 중 

문화에 등장한 감정을 모방”하는 허구에 불과하고, 실재 욕망은 “광고가 주입하는 소비 

욕구”이며, 자아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사가 만든 이미지들의 덩어리”일 뿐이다.28  

그런데 나는 이러한 진단에 부족함을 느낀다. 그것은 구조주의와 모더니즘 미술에 

한 합당한 비판을 가하지만 지금의 세 에게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해체는 우선 순위 

안에 들지 않는 듯해 보인다. 나는 그들에게 있어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그리 지배적이

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 역시 서구의 전통적인 사유 체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해체는 인식적 오류를 점검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타자들의 존재와 문화를 접하고 있는 현 세 에게 폐

쇄적인 구조를 전제로 한 사유는 과거에서처럼 뿌리 깊지 않다. 따라서 모더니즘적 사

고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고 해체 행위 역시 처음 등장

했을 때의 충격에 견줄 때 새롭지 않은 것이다. 상황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세 의 작가가 직전 시기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7 Hal Foster, Rosalind E.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D Buchloh, David Joselit, 앞의 책, p. 45. 

28 위의 책,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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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에게는 여전히 작가가 중요하다. 해체적 흐름은 주관과 관련된 부분의 논

의를 위축시켰다. 작가의 표현도 ‘표현주의적’이라는 말로 한 시 의 경향으로 축소된 

듯 보이고 작품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만이 타당한 태도인 것처럼 간주될 

때도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나는 다시 작가에게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과거 모더니즘적 주체의 부활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여성이자 제 3 지역에 

속하는 한국의 작가로서 서구 중심적인 체계 안에서 작용하는 불합리한 힘을 묵인하고

자 함도 아니다. 그 이유는 나의 작업이 주관적 표현의 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종결되어 버린 듯한 미술에서 생산적 담론을 이어가고 동세 에 적용되는 더 구체

적인 것을 확인하려면 무엇인가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창작 주체를 소환해야 하기 때

문이다. 나는 표현이 결코 “무사심”할 수 없더라도,29 그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

데올로기 외의 다른 관점에서 주체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나는 모더니즘의 주체론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에 동의하며 

집단 화자의 인용을 시도하는 나의 작업이 단일한 내러티브를 전달하도록 편집할 필요

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텍스트의 선택이 자동적이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즉, 창

작 주체의 힘을 제거해야 할 확고한 믿음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주체 개념에 한 지

금까지의 조사는 나의 작업을 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

서 나는 다음 절에서 주체와 관련된 또 다른 해석들을 살펴보려 한다. 덧붙여 나는 작

업이 ‘작가주의’를 지시하든 ‘해체’를 반 하든 관계 없이 새로운 것을 드러낼 만큼 자

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작업 과정에서 방향이 어떻게 드러날 

지 모르는 실험을 시행하고, 효과적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작품의 분산적인 요소에 한 

판단을 유보하며, 사후에 이 글을 통해 그것을 탐구하려는 이유이다.    

                                                
29 위의 책,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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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대의 주체론 

 

나의 작업은 현실의 경험 로 다양한 주체를 인용하여 모더니즘의 폐쇄성을 넘어

서지만 동시에 창작 주체의 존재와 표현에 한 믿음을 이어간다. 나는 이것이 개념적

으로 미분화된 상태나 절충주의적 태도로 평가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작업론을 정

비하면서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이 지점에 하여 이 절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이론들이 보이는 주체에 한 태도를 참고하며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

들이 직전 시기의 이론들이 몰두하 던 주체의 해체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의 초점을 다

시 표현으로 되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시 는 특수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의 

문화는 디지털 기술과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은 역사를 양분할 정도로 큰 균열을 가져왔

다. 나는 이를 배경으로 한 이론적 연구가 디지털 문화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소재로 하

는 나의 작업을 설명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주체와 관련된 논의는 다양한 문화권의 연구자들에 의해 각

기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한 예로 로빈 밴 덴 애커 Robin van den Akker 와 티모시

우스 버뮬렌 Timotheus Vermeulen 은 ‘메타모더니즘 Metamodernism’을 주장한다.30 

그들은 여러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종결되었음을 지적한다. 경제 위기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동, 새로운 정치 역학의 등장, 기후 변화에 따른 발전 모델의 이동, 도시 계획

의 변화, 더 분화된 사유 유형의 등장, 문화 산업의 변동, 미술 시장과 비평의 변화처럼 

상황이 달라졌고 이는 문화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원래부터 “다양한 모순적 경향”과 “일관성 없는 복수의 감수성들”이었을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지칭되었던 경향이 

                                                
30 Robin van den Akker, Timotheus Vermeulen, “Notes on Metamodernism”, Journal of Aesthetics & 

Culture (2, 2010),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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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며 새로운 감수성이 목격된다고 말한다. 그들이 관찰한 젊은 예술가들은 논리적

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무관심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보이며, 비관적이기보다는 희망에 

차 있다. 또, 해체적이기보다는 구축적이고 선적이 아니라 줄기와 같은 형태로 사고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으나 여전히 순진하고, 실용적인 이상을 가

지며,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가능성에 하여 생각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적 감수

성을 새로운 모더니즘으로 구분한다. 접두사 ‘meta’는 ‘함께’, ‘사이에’, ‘이후’를 의미한다. 

메타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함께 읽혀지고, 양극을 “진동”하

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등장한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 다른 동시 의 주체에 한 설명은 니콜라 부리오 Nicolas Bouriaud 의 ‘알터모

더니즘 Altermodern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복수의 글과 2009년 제 3회 테이트 

트리엔날레에서 기획한 동명의 전시를 통해 알터모던을 구체화 한다. 세계는 서구의 경

계를 넘어 확장되고 주체는 이동하며 ‘문화적 유목주의’를 가시화한다. 부리오에 따르면 

이러한 팽창은 다양한 모더니티를 가진 복수의 사회들을 보여주어 중심 없이 분산되어 

있는 “군도” 형태의 지도를 드러낸다.31 알터모던은 이러한 시 의 조건으로 서구 모더

니티의 체물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충돌의 교점”에서 만들어진 “메타 언어”이다.32 

그것은 “거  모더니티의 전체주의적 원칙”, “문화의 규격화와 량화”, “문화적 상 주

의”에 모두 반 한다. 또, 그것은 문화적 간극에 위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번역하는 

일에 관계된다. 그에 따라 부리오는 “주변”을 강조한다. 그것은 단일한 것의 주변부가 

아니라 수 많은 중심을 의미하고 복수의 지역, 이종의 시간성, 분산 구조에 한 것이라

고 해석된다. 알터모던의 주체는 모더니즘과 후기 식민주의를 토 로 서구 중심의 세계

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의 존재와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는 ‘전지구적인 관점’을 가진 

                                                
31 Nicolas Bourriaud, “Altermodern” (2009), p. 13.  

  courses.arch.ntua.gr/fsr/134718/Bourriaud,%20Altermodern-1.pdf 

32 Okwui Enwezor, “Questionnaire on ‘The Contemporary’”, October (130, 2009),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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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것이다.    

한편, 나는 동시 에 한 논의가 새로운 기술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체에 한 고찰 역시 초월적 기술의 등장과 그 향에 관련하여 이뤄지기도 

한다. ‘포스트휴먼 Posthuman’에 한 주장들은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과거의 인식 

체계 안에서 주체에게 부여되었던 제약을 넘어서고자 한다.33 그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인공 기관으로 교체되거나 개발될 수 있는 열린 기관이다. “사

이보그 Cyborg”는 그것의 표적인 예로 “유기체와 사이버네틱스가 결합”한 새로운 몸

이다. 케서린 헤일즈 Katherine Hayles 는 “포스트 휴먼한 주체는 혼합물, 이질적인 요소

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 정보적 개체”라고 설명한

다.34 그것은 “신체를 가진 존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혼

합되어 전통적 인식 체계를 넘어서는 모든 존재를 표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

나 해러웨이 Donna Haraway 역시 새로운 주체가 기술을 매개로 인간 중심적인 공간

과 이분법적인 경계를 붕괴시킨다고 언급한다.35  

이 외에도 주체에 관한 동시 의 견해는 다양하다. 상이한 이론들은 현재의 문화와 

미술 실천에 한 경험적 관찰을 토 로 시 의 특징을 읽고 주체에 한 진단을 이어

간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른 현상에 주목하고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나는 그들이 저변에 동일한 방향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탈 모더니즘

적인 태도로 연구자들은 서구, 이성, 남성, 도시로 변되는 제한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억압되어 왔던 주체들, 체계 밖 타자들, 새롭게 생성되는 ‘부적절한 존재’를 포함하는 

                                                
33 이재은, 「포스트휴먼 시  사이보그의 알레고리에 한 연구: 아르 오리앙테 오브제의 <아마도 내 

안에 말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2011)를 중심으로」,『미술이론과 현장』(22, 2016), p. 226. 

34 Katherine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1999), 허진 옮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 문화, 정보 과학의 신체들』(파주; 플래닛: 열린 책들, 2013), pp. 24~25. 

35 이재은, 앞의 글,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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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식적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여 일부의 주장들은 전통적 관념

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동시 의 경향이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르지 않고 그것의 연장으

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수의 이론가들은 동시 의 문화가 포스트모더니

즘과 동일한 계기를 가지더라도 허무주의적인 비관론으로 점철된 포스트모더니즘과 다

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감지한다.36 동시 의 이론들은 전통적 사유 체계의 실패를 

인정하지만 그 여파로 주체와 담론의 창조적인 동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듯 동시  연구들은 ‘재모던화’를 단행한다. 이들을 참고할 때 나는 내 작업이 

전제하는 주체와 현재의 모습에 하여 생각하게 된다. 내가 타인의 텍스트를 임의로 

선택하고 계기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주체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인지를 명확히 밝히

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언급했던 주장들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하면 나는 메타모더니

즘이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다. 나는 여전히 작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으며 주관적인 표현을 부정하지 않는다. 또, 나는 표현의 상에 

있어서 사소함으로 회귀한다. 이는 과거부터 관철해 온 작업의 방향이고 그것이 미술과 

현실의 분리를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알터모던이 말하는 소외되었던 

지역의 작가이고 한국 미술이 서구와는 다른 형태의 근 성을 만들어 왔음을 알고 있다. 

동시에 나 역시 다른 지역의 문화를 타자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경계한다. 포

스트휴먼의 주체에 해서는 흥미를 느끼고 논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그것과 관련

된 미술 실천이 “피부”에서 시작하여 종의 경계를 해체하는 극단적인 실험을 시행하는 

것에 반해,37 나는 정보 경험에 주목한다. 인공 지능, 로봇 공학, 유전 과학을 직접 도입

하는 작업의 예처럼 전위적이지 않지만 신체를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매체와 그것이 주

체에 미치는 실존적인 향에 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다.     

                                                
36  할 포스터는 동시 가 과거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그것에 한 설문을 실시 

하 다. Hal Foster, “Questionnaire on ‘The Contemporary’”, October (130, 2009), p. 3. 

37 이재은, 앞의 글,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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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동하는 자아와 동시대성 

 

주체론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나는 ‘연동’하는 자아에 하여 

생각한다. 연동하는 자아는 세계에 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존재이다. 이는 메타모던

에서 말하는 양 극 중 모더니즘의 극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에 해당할 것이다. 실제로 모

더니즘의 미술사에서는 정서, 감정, 무의식과 같은 주관적 표현이 강조되었던 시기가 존

재한다. 그러한 미술들은 해당 시 에 지배적이었던 사상이나 사조에 해 반발하며 이

성의 반  역에 있는 것들을 조명하 다. 표현의 상은 언어로 설명이 쉽지 않지만 

주체에 내재하는 어떤 것이었고 그 시도가 비교적 의심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더니

즘의 주체론이 지배적이었던 시 로 볼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적 표현이 가

능한 창작 주체를 상정한다. 그러나 미술사의 예처럼 결정적인 주체와 달리 외부에 존

재하는 동력에 더 무게를 싣는다. 자아를 전제하되 타인의 향에 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일반적인 명제를 재언하거나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돕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체는 이미 완성되어 

세계를 해석하고 구조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이 발달된 정보 교환 체계의 존재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동하는 주체는 지금의 시 성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 ‘동시 ’는 모든 시기

에 적용이 가능한 서술어이지만 미술의 시  구분을 위해 사용될 때에는 과거의 한 시

점에서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특정한 시기를 지칭한다.38 그것은 “지금”이나 “현 적인”

                                                
38 다수의 이론가들은 동시  미술이 1950년 에 시작되어 1960년 에 부상하 고, 1970년 에 경쟁하

으며, 1980년  후반에 완성되었음에 동의한다. Peter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London, New York: Verso, 2013), pp. 18~22; Terry Smith, What is 

Contemporary Art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P. 4; 김기수, 「어떻게 

‘컨템퍼러리 아트’를 번역할 것인가?」,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48, 2018), pp. 214~216. 



 

 85 

보다 더 특수한 것으로,39 테리 스미스 Terry Smith는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바탕으로 

동시 가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40 우선, 그것은 “the immediate” 즉, 목전

에 존재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는 그의 연구가 눈 앞의 창작 현장, 유통 공간, 전시, 담

론 생성의 장을 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언급하며 첫번째 의미에 한 설명을 신한다. 

동시에 그것은 “the contemporaneous”, 라틴어 “temporaneus”가 뜻하는 바를 참고할 

때 같은 시간에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동시  미술은 

현재 창작되고 있는 모든 미술 실천을 포괄한다. 마지막 의미인 “the contemporal”은 

다양한 시간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 지역, 문화에 따라 시간과 관계하

는 방식이 각기 다르고 그러한 차이들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지시한다. 이는 두번

째 의미처럼 경험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서로 다른 것

들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다시 말해 테리 스미스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동시 의 정의는 서로 다른 발전의 단계를 보이는 문화들의 공존을 시 적인 특성으로 

공언하며 미술에서 탈식민주의적이고 전지구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토 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이 복수의 화자를 인용하는 것은 이러한 동시 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반

한다. 소재이며 계기가 되는 인터넷의 텍스트는 다른 시간성을 배경으로 살아 가고 

있는 타인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작성된다. 그것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통의 형식

을 취하며 제한 없이 공유되지만 내용은 작성자 목전의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 한 예

                                                
39  Jean-Philippe Antoine, “The Historicity of the Contemporary is Now!”, Alexander Dumbadze, 

Suzanne Hudson (Eds.), Contemporary Art: 1989 to the Present (2013),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연구부 

옮김, 「동시 의 역사성은 지금이다!」, 『라운드 테이블 1989년 이후 동시  미술 현장을 이야기하다』 

(서울: 예경, 2015), p. 44; Terry Smith, “‘Our’ Contemporaneity?”, 「우리의 동시 성?」, 같은 책, p. 

30. 

40 Terry Smith, op.cit. (2009),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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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 투 Me Too’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성을 상으로 한 폭력 일반의 문제로 

확장되며 여러 나라에서 공유되었지만 지역의 역사, 문화,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회 성

숙도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결말로 귀결되었다. 또, 한국이 민주화 운동에 해 보도

를 이어 가던 시기 태국의 지인은 선거에서 군부가 더 많은 투표 수를 득표하여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게시하 다. 이슬람 교도인 한 친구는 라마단을 기리기 위해 

글을 썼지만 바로 아래에 올라 온 월드 뉴스 채널의 기사는 같은 기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경고하 다. 또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교류하는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은 종종 그

들의 도시에 위치한 근  미술관에 해 적는데 미술사의 시  구분과 소장품의 양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인터넷의 텍스트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만 발전의 모습, 

정도, 방향이 서로 다른 지역들을 보여준다. 나의 작업은 소셜 미디어에서 소재를 얻으

며 이러한 동시 적 상황을 그 로 반 한다.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인용한 텍스트가 작업의 소재라는 점이다. 그것은 전

지구적 정보 공유 현장의 모습으로 이미 기정 사실이 된 현상이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나약한 주체에 하여 생각해 보고자 했다. 나는 동시 의 주체가 견고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그는 모더니즘의 주체처럼 선명한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단호하

게 배척하며, 모순 없이 원히 지속될 것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이 필연적인 “실패”로 귀

결될 것을 알고 있다.41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체에서처럼 세계를 해체하고 자신의 존

재마저 부정하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 동시 의 주체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서는 타인과 관계함으로써 드러나는 자아의 잠정적인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나는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작업하는 한 작가의 말을 인용

하고자 한다. 그녀는 다른 맥락에서 “미술가의 논증은 단지 ‘삽화 illustration’일 뿐이

다 ... 내 작품은 수정된 경험을 토 로 하고, 그 경험은 다음의 내 예술적 활동의 수정

                                                
41 Robin van den Akker, Timotheus Vermeulen, op.cit.,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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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한다.42 이 말은 작업은 어떤 종류이건 작가의 실험을 시각화하

는 것이고 그를 통해 작가는 경험을 하며 자신과 연구를 새롭게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 

그녀의 작업론에 동의할 때 나의 실험은 환경에 응하여 드러나는 실존적 주체를 확인

하는 것이다. 한 예로 <6시간 전_방금 전>의 조형 결과에서 보이는 자아는 어떠한 관계

와 상황에도 자신을 온전히 귀속시키지 못하고 타인의 발언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며 정

보 자극에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을 빠른 시간 안에 망각할 뿐이다[작품 21]. 그렇

기 때문에 자아는 지인의 상실에 공감하여 만든 이미지를 새롭게 전달된 텍스트의 향

으로 곧바로 즐거운 분위기의 이미지로 바꾼다. 이러한 태도는 정보 공간과 현실 사이

에 존재하는 간극과 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한계에 한 반성적 사고로 이

어진다.  

연동하는 자아의 맥락에서 내가 규명하고자 한 의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

선 나의 주체론과 조형 방식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론적 연구들을 참고하며 정리한 나

의 태도는 주관을 전제로 사유하고 표현하는 주체를 제거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작

품이 인용하는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을 시각화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주체의 해체에 한 것이라면 차이, 배제, 권력에 한 내용이나 자동성이 

선택된 텍스트들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구조화될 

수 없는 타자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군도’들의 산물이다.  

다음으로 내러티브의 분산성은 동시 성을 반 한다. 장 필립 앙투완 Jean-

Philippe Antoine 은 동시 의 미술이 테리 스미스가 말하는 두 번째의 동시  즉, 지금 

생성되는 미술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 의 미술”로 인정될 

수 있는 특정 미술 만을 가리킨다고 쓴다.43  연구들에 따르면 그러한 미술은 동시 의 

                                                
42 Aleksandra Hirszfeld, “May the Horse Live in Me (Interview with Art Orienté Object)”, 이재은, 앞

의 글, p. 233, 재인용. 

43 Jean-Philippe Antoine, 앞의 글,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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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6시간 전_방금 전>, 2019, 드로잉 종이,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29.6x21.6cm 2

점, 225x375cm, 225x225cm, 서울  미술관(서울),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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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들에 한 인식을 주제로 한다. 나의 작품 역시 자아에 해 성찰하며 그와 

같은 주제의 시각화에 참여한다. 나는 자아를 확인하는 계기로 타인의 텍스트를 활용한

다. 그 결과 작품에는 다양한 지역의 화자 집단이 포함되는데 그들의 발화 내용은 서로 

다른 시간성을 배경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작품의 줄거리는 분산적이 된다. 내러티브의 이질성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안에서 주체들이 공존하는 동시 의 모습을 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시 성과 관련하여 내가 주목하는 것은 타인을 인용하는 견고한 창

작 체계이다. 주체가 많은 수의 타인들과 관계할 때 내용은 잡다해진다. 그로 인해 줄거

리와 내용의 방향성이 쉽게 파악될 수 없어 작품은 모호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규칙이 강조된다. 작품에서 분명하게 인지되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모든 내

용을 수렴하는 창작의 체계인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문화의 표현 방식은 분절되어 

있고 전지구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 그러한 특성이 가속화된다. 동시 의 연구들이 수행

한 문화에 한 관찰 중 일부는 이러한 의미의 분절에 해 언급한다. 동시  문화에서 

“미적 배열”은 “의미”보다 앞서고 그 결과 사회는 “문화적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44 이러한 해석은 작품의 내용이 분산되어 있고 인용의 형식이 

내러티브의 명시성보다 더 강조되는 나의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에

서 다수의 화자를 인용하는 창작 규칙을 도입한 나의 선택은 작품에 포함된 이미지나 

텍스트의 지시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시

성을 지시한다.   

                                                
44 Richard Flood, “Tear Me Apart, One Letter at a Time”, Richard Flood, Massimilliano Gioni, Laura 

Hoptman, Collage: The Unmonumental Picture (New York, London: Murrell, 200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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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방금 전_“Friday Night!!”>, 2018~2019,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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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파편적 데이터 콜라주 

 

 

1.  콜라주의 파편성 

 

<“방금 전_Friday Night!!”>은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 언론사의 뉴스 헤드 라인, 동

상 플랫폼의 창작물, 공유 사이트의 사진, 팝업 광고를 비롯한 다수의 정보 자극이 상

호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작품 22]. 금요일 밤 광란의 모임에 한 간결한 글

에서 시작된 나의 연상은 함께 전달된 인터넷의 다양한 컨텐츠들 즉, 연예계의 화려한 

무 , 성 상품화 관련 논평, 낙태죄 폐지에 한 카톨릭 사제들의 기자 회견, 여권 단체

들의 투쟁, 교훈 액자가 사라진 교실, 청소년 폭력 사건, 경찰이 지키지 못한 시민, 실험 

현장의 미흡한 안전 의식, 더위로 뒤틀어져버린 아스팔트와 같이 상이한 정보의 내용을 

뒤섞는다. 금요일 밤이 상기하는 분위기처럼 개별 정보의 엄격했던 구분은 흐려지고 현

실의 립 관계는 유보되어 잠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정사각형 비율의 화면은 소재

들이 진지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얽혀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화면에는 실험복을 입

고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익명의 전신, 카톨릭 성직자의 토르소, 선정적인 자세로 허리를 

굽힌 여성, 반복되는 꺾인 팔, X 자로 교차하는 다리, 검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 각기 다

른 행동을 하고 있는 손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체 이미지가 수집된다. 또, 꽃과 죽은 생

선을 비롯한 동식물, 아이스크림의 나무 막 , 액자, 책상, 문과 같은 사물, 경찰서의 실

내 공간, 건물과 도로의 실외 풍경, 추상적인 색, 면, 질감이 화면에 혼재한다. 전체 화

면은 다수의 수직 수평선에 의해 여러 부분으로 구획된다. 선은 재료 이미지가 가진 틀

이나 경계에서 유래하고 여러 개의 사각형이 무질서하게 중첩된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

를 낳는다. 화면 내부에서 보이는 공간감은 모호하다. 상이 나열된 화면은 단일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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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에 의해 정렬된 공간이 아니다. 뒤에 위치한 사물이 앞의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촬

된 것처럼 정확한 초점을 보일 수 있고 그러한 중심이 화면에 산재하여 시점과 거리

감이 뒤섞이는 것이다. 또, 화면에는 립되는 분위기의 이미지가 병치된다. 여성 의상

의 형광 분홍색, 사제 복장의 어둡고 무거운 색, 현란한 무  조명, 파리한 형광등 불빛, 

야생화의 인공적인 색감, 생기 넘치게 반짝이는 죽은 생선의 비늘과 같이 유사하기보다

는 상충되어 보이는 감각의 소재들이 공존하는 것이다. 여기에 투명도를 조절하여 파악

하기 힘들어진 이미지들이 추가된다. 낙태죄 폐지 기사의 글귀, 시위의 구호, 안전복의 

야광색, 의류 광고, 기상 뉴스의 봄 풍경, 사건 장소의 야경을 비롯한 이미지들이 투명

하게 만들어져 화면의 여러 부분에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일차적으로 이미지의 합성에 관련된다. 나는 

단일하지 않고 조각난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강력하여 작품의 시각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의미를 형성한다. 붙여진 종이를 뜻하는 프랑스어 ‘파피에 콜레 Papier Collé’

에서 양식화된 콜라주는 존재하는 이미지나 사물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새롭게 결합하

여 이전과는 다른 의미와 조형성을 주장하는 시각 예술 기법이다. 나는 이러한 콜라주

를 디지털 조형에 도입한다. 웹 공간의 이미지들을 데이터 상태에서 재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작품은 상이한 재료들을 결합하는 콜라주 임을 감안하더라도 시각적

으로 산만하다. 정보의 실존적 경험에서 획득한 다양한 범주의 이미지들이 공존하고, 눈

에 띄는 합성의 흔적이 드러나서 화면의 지시 내용을 한번에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파편성은 화면을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하는지 독해의 방향을 직관적

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재료 이미지의 수집이 자동적이지 않

고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선별한 이미지를 잘 읽히지 않는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다.  

나는 작품의 콜라주가 보이는 파편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업 과정 중 발생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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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을 수집하고 적합한 관점을 찾아 연구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때 염두할 것은 콜

라주는 원래부터 하나 이상의 다른 것들의 조합으로 본질적으로 재료가 분산적이라는 

점이다. 만일 글이 형식의 분석을 위해 “왜 콜라주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논의는 시

각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콜라주를 선택한 당위성이나 콜라주 

일반의 장점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논의가 내 작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구체화할 수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나의 작업은 포스트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유하는 데이터에 

인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이질적인 것의 조합이 아니고 디지털 문화와 매체에 

한 심도 있는 층위의 고찰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질문을 “왜 이러한 방식의 콜라주인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콜라주는 오랜 전통을 가진 조형 기법이고 무수한 실례가 존재한다. 후자의 질문은 합

성이 행해진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선행 실천들과의 차이를 밝히고 앞 단락에서 

살펴본 내용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작업의 조

형성과 관련하여 연구하려는 내용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하나는 디지

털 콜라주에 한 것이다.45 나는 합성의 재료를 디지털 이미지로 제한하고 편집 프로그

램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그것을 조합한다. 이러한 디지털 콜라주의 특수성은 여러 

                                                
45 나는 이 논문에서 콜라주를 ‘디지털 콜라주’, ‘물질적 콜라주’, ‘데이터 콜라주’로 나누어 기술한다. 디

지털 콜라주와 물질적 콜라주는 재료의 존재 방식과 합성의 방법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가상 

공간에 위치한 재료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조합한다. 주로 전자의 반  항으로 설정되는 

후자는 미술사의 연구 상이 되어 왔고 물질적 재료와 접착제를 이용하는 현실 공간에서의 합성을 

의미한다. 반면, 데이터 콜라주는 작품의 설명을 위해 내가 고안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정보 지식 문화

에 한 나의 관심을 반 한다. 문화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매개로 이루어진

다. 원재료인 데이터, 그것을 조직한 정보, 경험을 통해 정보를 더 복잡하게 구조화한 지식이 이동하

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타인의 디지털 이미지를 일상의 자극이자 합성의 재료로 설

정하고 의미를 담아 인력을 부여한다. 이 점에서 나의 창작 행위는 데이터에서 정보를 구성하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콜라주를 데이터 콜라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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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쉬운 조형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나는 클

릭 한 번으로 이미지를 구하여 편리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성한다. 결과물 역시 빠

른 시간에 물질로 전환할 수 있고 사 기계로 설치를 신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일상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작가의 디지털 콜라주는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사진과 상을 편집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또, 디지털 콜라

주는 시 가 제공하는 발달한 기술을 이용하지만 과거 조형 행위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적 콜라주가 가진 담한 물질의 비 즉, 서로 다른 사물을 풀로 

결합되었을 때 보이는 물성의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콜라주의 장점이 제거됨을 

뜻할 수도 있고 반 로 합성의 결과물이 가상성으로 인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디지털 콜라주에 한 탐구는 작품의 분산성이라는 이 글의 논지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장에서 그것에 한 생각을 발전시켜 보

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콜라주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온 표현 기법이고 작품의 주요한 가시적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별 작

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형 기법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콜라주에 한 이해를 심

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디지털 합성은 미디어 경험의 시각화라고 하는 작품

의 내용과 가깝게 연결될 수 있다. 경험의 상은 가상 공간의 정보이고 그것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재구성하는 행위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디

지털 콜라주의 연구가 작품의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콜라주는 실제로 이미지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물질적 콜라주에 비교할 때 그것은 과거 단위 면적 당 한계라고 생각했을 만한 양의 이

미지를 수합할 수 있고 그 결과 이미지는 포화되어 분산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디지털 콜라주를 살펴봄으로써 파편적인 콜라주의 형식

에 한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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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주의 연구는 글의 논지에 더 가깝게 연결된다. 파편적인 콜라주라는 상황과 

관련하여 <방금 전_“Friday Night!!”>을 다시 살펴 보면 이미지의 내용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 인용한 이미지의 목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수집하는 콜라주 작품들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내가 다양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 적인 것으로 비교 상은 소수의 이미지를 간결하게 

병치하여 명료한 의미를 발생시키고 총체적 재현보다는 재맥락화를 목적으로 했던 선

례들이다[참고 그림 14, 15]. 그들에 비해 나의 작업은 재료의 범위가 넓고 양이 많아 

도가 높다. 조형 방식만을 고려할 때도 나의 이미지는 복잡하다. 사진 이미지를 절개

하고 남은 날카로운 경계선들은 시선을 분산시킨다. 더욱이 합성의 재료가 되는 사진은 

그 내부에 원근을 가진다. 비트맵 이미지는 벡터 이미지처럼 수학적 평면이 아니라 현

실의 깊이를 재현하고 렌즈의 초점이 맞는 부분과 맞지 않아 흐려진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은 조합으로 인해 화면 전체의 원근과 개별 이미지

들의 초점이 분리되고 작품은 다수의 중심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이미지는 중첩되어 

불명확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조형 방식은 현재의 발전된 이미지 편집 기술을 감

안할 때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문화 산업에서 디지털 합성은 상상 

세계의 설득과 관객의 몰입을 위하여 선명한 화질의 완벽한 눈속임을 추구한다. 반면 

나는 이미지의 균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배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언급한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나는 작품의 파편성과 수집 행위의 통

일성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원래 콜라주는 상이한 재료들을 

작가의 판단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이다. 작품이 아무리 

파편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에는 작가의 규칙이 적용된다. 이렇듯 시각적 특성과 행위

의 방향성이 상충되어 보이는 상황은 앞 장에서 기술한 분산성의 연구와 연결될 수 있

다. 나는 파편적이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작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분산성에 한 이

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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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14. 마사 로슬러 Martha Rosler,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Photo-op>, 2004, 포토 몽타주, 50.8x60.9cm. 

참고 그림 15. 존 스테자커 John Stezaker, <Mask XXXV>, 2007, 포토 콜라주, 26x2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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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콜라주에 대한 종합적 고찰 

 

디지털 콜라주의 규명은 비교 상이 될 수 있는 물질에 기반한 콜라주를 살펴봄

으로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미술사의 물질적 콜라주는 ‘확장성’의 측면에서 의

미를 가졌다. 먼저 그것은 회화적 재현과 관련하여 표현 방법을 확장하 다. 입체주의 

작가들은 기록을 위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수집 행위를 조형 기법화하 는데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와 조르주 브라크 Georges Braque 는 전통적 회화가 가지고 있는 

환 과 관련하여 작업을 하 다. 그들이 ‘트롱프 뢰유 trompe l’oeils’ 즉, 눈속임을 위해 

그린 나무 조각은 사실적인 동시에 실제 나무 조각이 아니라 동일한 무늬의 벽지를 

상으로 하 다는 점에서 보는 이를 두 번 속이는 행위 다.46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와 같은 실험에 실제 사물을 잘라 붙이기 시작하 고 콜라주는 재현적 평면을 해체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참고 그림 16]. 

또, 콜라주는 전통적 회화에서 사용되었던 재료의 범위를 확장하 다. 쿠르트 슈비

터스 Kurt Schwitters 는 포장지, 포스터, 입장권을 찢어 붙이고 칠을 하여 인쇄물을 단

위로 한 추상적인 화면을 구성하 다[참고 그림 17]. 또한 팝 아트의 작가들은 중 문

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를 합성의 재료로 사용했다[참고 그림 18]. 그들의 작품

은 ‘저급’한 이미지와 ‘고급’ 문화로 간주되는 순수 예술의 경계를 낮추었고 이미지가 

소비되는 당  자본주의 문화의 모습을 반 하 다. 콜라주를 활용하는 작가들은 기계

적 공정의 생산물, 타인의 창작물과 같이 직접 만들지 않고 ‘발견’하거나 ‘얻어진’ 재료

를 창작 과정에 도입하 다. 

동시에 콜라주는 평면 작업을 확장하여 매체 간의 경계를 완화하 다. 그 예로 아

                                                
46 Silke Krohn, “The Age of Collage: Contemporary Collage in Modern Art”, Dennis Busch, Hendrik 

Hellige, Robert Klanten (Eds.), The Age of Collage: Contemporary Collage in Modern Art (Berlin: 

Gestalten, 2013),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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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16.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Violin and Sheet Music: "Petit Oiseau">, 1913, 캔버스에 

유화, 목탄, 71.1x52.1cm. 

참고 그림 17. 쿠르트 슈비터스 Kurt Schwitters, <Opened by Customs: Zollamtlich geöffnet>, 

1937~1938, 인쇄물, 종이 콜라주, 유화, 흑연, 33.1x25.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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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블라주 Assemblage 와 컴바인 페인팅 Combine Painting 은 입체적인 조형물을 보여

주었다. 장 뒤뷔페 Jean Dubuffet 는 나비를 이용한 물질적 연구를 시행하는 동시에 코

르크 마개, 금속 호일, 스펀지, 광물을 비롯하여 부피감이 있는 재료를 평면에 부착하

다. 또, 북미에서는 로버트 라우셴버그 Robert Rauschenberg 가 박제, 타이어, 공, 침  

천, 인쇄물과 같은 사물을 캔버스 위에 올려 놓으며 기억과 문화의 총체적인 재현을 시

도하 다[참고 그림 19]. 구분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전통

을 근간으로 상이한 형태의 작품을 보 지만 평면에 높이를 더하여 회화와 조각의 경계

를 흐렸다는 점에서는 유사했다. 

이에 더하여 나는 콜라주가 현실과 예술의 경계를 가시화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슈비터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콜라주는 재료가 과도하게 변형되

어 사회적 맥락이 거의 제거되었을 때조차도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문구나 재질을 통해 

현실을 지시한다. 더 직접적으로 콜라주는 사회에 한 발언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미래주의의 작가들은 신문과 잡지의 단어를 잘라 새롭게 조합하여 사회에 한 구호를 

시각화하 다. 또, 초현실주의 시기의 작가들은 인간 보편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콜라

주를 이용하 다. 그들은 인간의 무의식을 추적하고자 했는데 그를 위해 선호하 던 두 

가지 방법 즉, “변형 Metamorphosis”과 “조합 Combinatorics”은 콜라주의 행위와 일치

하 다.47 그들은 인체 이미지를 잘라 붙여 독특한 혼종체를 만들고 그것에 사물 이미지

를 병치하여 부르주아지로 표되는 사회적 인격의 이면과 억압된 성적 환상을 드러내

고자 하 다 [참고 그림 20]. 또한, 다다이즘의 작가들은 인쇄물의 사진을 재조합하는 

포토몽타주 Photomontage 를 고안하여 ‘반미술’을 시도하 다[참고 그림 21]. 그들은 

신문과 잡지가 믿게 하는 완벽한 이미지를 잘라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여 아카데미 미술

과 사회에 한 그들의 주장을 드러내려 하 다. 이처럼 작가들에게 가위와 풀은 현실 

                                                
47 Ibi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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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18. 제임스 로젠퀴스트 James Rosenquist, <Collage for President Elect>, 1960~1961, 포스터, 

잡지, 혼합 재료, 36.8x60.2cm. 

참고 그림 19. 로버트 라우셴버그 Robert Rauschenberg, <Monogram>, 1955~1959, 유화, 종이, 천, 인

쇄물, 금속, 나무, 고무, 테니스 공, 박제, 타이어, 캔버스, 106.7x135.2x 163.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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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20. 조르주 후그넷 Georges Hugnet, <Sans Titre>, 1935, 포토 몽타주, 23.7x17.2cm. 

참고 그림 21. 한나 회흐 Hannah Höch, <Cut with the Dada Kitchen Knife through the Last Weimar 

Beer-Belly Cultural Epoch in Germany>, 1919, 종이, 인쇄물 콜라주, 144x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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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위한 ‘무기’ 고 콜라주는 순수한 미술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현실 세계를 상

기시켰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었다.  

물질적 콜라주의 선례들을 관찰하면서 나는 콜라주의 시 성에 하여 생각해 보

았다. 미술사의 콜라주는 재료를 잘라 붙인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 히 

구분하면 시 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지녔고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 다. 이러한 사

실은 콜라주 미술을 정리하고 작품을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던 뉴뮤지엄의 《Collage: The 

Unmonumental Picture》 전시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전시 서문에는 참여 작가들이 

“변화하는 콜라주의 역할”을 탐구한다고 적혀 있다.48 이는 콜라주가 계속 변화해 온 가

변적인 개념 임을 공언하는 것이다.  

콜라주의 시 성에 한 나의 관심은 동시 의 콜라주에 한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현재의 콜라주 역시 과거의 실례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목적과 형태를 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시 의 문화는 여러 면에서 콜라주의 형식과 유사하다. 

현재의 “움직임”, “소리”, “인터넷”은 “비선형적인 계기들”이 지배적이다.49 동 상, 디자

인 활자체, 다운로드 음악, 인터넷 검색 정보를 비롯하여 디지털 문화에 속한 것은 단일

하지 않고 조각난 것들이 “일시적으로 뭉쳐있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

한 문화적 상황에서 일부의 콜라주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희귀한 인쇄물을 수집하기도 

한다. 가치 있는 물질적 원본을 가져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늦추고 과거의 선형적 질서 

안에서 의미를 가졌던 작가와 원작의 가치를 고수하거나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는 제한된 사례일 뿐 나는 현재의 부분의 콜라주 작업이 디지털 조형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상의 환경, 내용의 검색, 재료의 수급, 조형 방식, 전시 

방법에 있어 작가들은 이미 디지털 문화의 산물과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50 따라

                                                
48 Lisa Phillips, Toby Devan Lewis, Preface, Richard Flood, Massimilliano Gioni, Laura Hoptman, op.cit. 
49 Richard Flood, op.cit., p. 8. 

50 Kelley Walker, Statement, Richard Flood, Massimilliano Gioni, Laura Hoptman, op.cit.,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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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는 그들의 작품이 부분적으로라도 디지털 문화와 조형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동시 의 콜라주에 한 연구가 상에서 디지털 콜라주를 제외할 수 

없고 그것의 고찰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디지털 콜라주의 상당 부분이 앞서 살펴보았던 전통적 콜라주에 한 통시적 

고찰이 아니라 디지털 조형 일반에 한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기술은 현존하는 문화적 산물의 부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나는 디지털 콜라주의 이해를 위해 디지털 매체론을 살펴보려 한다. 

‘후기 매체 이론’으로 불리는 주장들은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 의 매체 

특정적 미술 이후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태도로 전자에 한 기억과 저항 정

신을 공유한다. 그린버그는 매체가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본질로 회귀할 때 가지는 

매체의 고유성에 한 주장을 폈는데 그 표적인 예가 회화의 평면성이다. 그의 주장

은 추상 회화가 한 시 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매체와 

관련된 다른 해석들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이후 등장한 미술 즉, 설치, 개념, 퍼포먼스 

미술과 더 후에 전개된 디지털 미술은 그린버그 식의 매체 개념에 한 해석과 반론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체론의 흐름을 전제로 디지털 조형에 한 입장은 두 가지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피터 바이벨 Peter Weibel 이나 레브 마노비치와 같은 

미디어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컴퓨터가 가진 융합의 힘이 미술에서의 매체 특정

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며 과거 미술과 분리되는 디지털 미술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한다. 반면, 로잘린드 크라우스 Rosalind E. Krauss 와 같은 학자들은 매체의 

의미를 재고안하여 그린버그식의 주장을 반박하고 디지털 미술에서도 과거 미술의 논

제를 이어가고자 한다.  

먼저, 피터 바이벨은 미술사를 매체 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51  그에 따르면 

                                                
51 Peter Weibel, “The Post- Media Condi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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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는 재료와 매체의 “평등”이 가시화되었던 시기이다. 입체파의 콜라주를 비롯

하여 작가들은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재료를 창작에 도입하 고 사진, 화는 예술

의 한 형식으로서 회화, 조각과 동등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술 간의 “경쟁”과 “위계”

는 종결되었고 각 예술은 고유성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는 사진과 화가 회화

와 조각을 변화시켰듯이 새로운 기술 매체인 컴퓨터가 등장하며 이전까지 존재해 온 미

술 전체에 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보편적 기계 Universal Machine”인 컴퓨터는 모든 

매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 적용성 Total Availability”을 가진다. 그는 이

에 해 화와 음악을 예로 들며 과거의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구현될 뿐 아니라 더 

정 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바이벨은 이러한 매체의 평등과 융합에서 디지털 

미술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컴퓨터 조형에서는 어떠한 매체도 특별히 우세

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것을 차용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

러한 컴퓨터의 적용성으로 인해 과거 장르의 작가들에게 독점적이었던 미술이 민주적

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레브 마노비치 역시 매체의 일

반성에 주목한다. 그는 디지털 혁명을 새로운 언어의 혁명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출판 

혁명과 사진 혁명에 비교한다. 과거의 두 사건은 후자와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들은 매

체의 고유한 원리에 집중하여 텍스트와 사진만의 논리를 구축했다면 후자는 매체의 유

형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 다.  

이들의 주장은 콜라주의 파편성에 한 첫번째 연구에 일부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

은 디지털 콜라주의 쉬운 조형 방식으로 인해 경계가 소멸된 작가와 중에 한 내용

이다. 후기 매체 이론들은 창작이 쉬워진 상황에 동의한다. 과거의 전통적 미술이 요구

하 던 장인과 같은 숙련도는 사용자 편의적으로 설계된 컴퓨터의 장치와 소프트웨어

를 통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마노비치의 용어에 따르면 “정

                                                
  http://www.metamute.org/editorial/lab/post-media-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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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행위자”,52 즉 중의 활동을 증가시켜 창작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점에서 디

지털 미술은 예술의 중화에 기여하고 삶과 예술을 더 가깝게 연결한다. 이는 누구나 

오려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겸손”하고 “민주적”인 조형 방식으로 언급되는 콜라주의 

일반적 속성에 연결될 수 있다.53  

그런데 나는 파편적 콜라주의 연구에 이와 같은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의 조형 방식이 작가들에 비해 파편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논리적으

로 구조화된 디지털 콜라주의 형식적 특성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이 

콜라주를 사용하는 실례를 관찰하여 종합할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인과 관계에 기반한 

조형의 원리를 추출해 낼 수는 없다. 살펴 본 이론가들은 디지털 매체의 가치를 기형적

인 매체 발전사의 전복, 매체 구현의 효율성, 보편적 예술의 등장으로 인한 예술의 중

화에서 발견하지만 시각 예술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형식에 한 논의를 축소한다. 그것

의 주된 이유는 후기 매체 시 에 진행된 부분의 논의가 매체의 특정성, 물질성, 조형

성을 동일시하고 배척하 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철은 후기 매체 이론들에 한 메타 

비평의 글에서 그들이 “독창성”, “창조성”, “자율성”, “물리적 현존”과 같은 가치들을 너

무 일찍 포기했다고 쓴다.54  그의 예에 따르면 니콜라 부리오는 디지털 시 의 예술이 

이미 존재하던 것을 “디제잉 DJing”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55 그는 현재의 상

황을 예술의 ‘공급 과잉’으로 판단하고, 예술가들의 역할은 이전의 형식들이 유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여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프로덕션”이고 예술가는 

“도구”이고 “매체”라고 규정한다. 이는 더 이상 새로운 형식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선

                                                
52 Lev Manovici, op.cit., pp. 7~9. 

53 Lisa Phillips, Toby Devan Lewis, op.cit. 
54 최종철, 앞의 글, p. 187.  

55 Nicolas Bourriaud, Postproduction (2005), 정연심, 손부경 옮김, 『포스트프로덕션: 시나리오로서의 

문화, 예술은 세상을 어떻게 재프로그램 하는가』(서울: 그레파이트 온 핑크, 2016), p. 56. 



 

 107 

언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부 주장들이 모든 것을 혼성 모방으로 귀결시키

는 것과 유사하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디지털 콜라주의 조형성에 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미술에서 조형성은 실재

하는 요소로 간과할 수 없고 나는 파편적인 조형성이 형성된 배경을 확인하여 분산성을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언급하 듯이 동시 의 콜라주는 고유한 형식적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시 성의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철은 이러

한 나의 시도에 크라우스의 태도를 참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56 그 이유는 그녀가 조

형성에 해 부정적인 토양에서 그것에 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기 

때문이다. 그녀는 설치 미술과 개념 미술로 표되는 탈 물질적이고 반 미학적인 ‘후기 

매체의 조건 Post Medium Condition’이 그린버그의 형식주의에 한 반작용 임을 언급

한다.57 그녀는 매체를 “물화를 향한 충동으로 가득 찬 단순한 물리적 상으로 간주하

는” 정의는 그린버그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오염”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적”이며, 

“교조적”이고, “담론적으로 무겁다”고 쓴다. 그리고 이에 하여 반 하는 후기 매체 미

술이 극단적이 되어 예술의 고유한 가치인 조형성과 미적 경험마저 부정한다고 말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매체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매체는 단순히 물리

적인 속성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기술 Technique”과 관련된다.58 중세 길드 체제의 장

인들은 각 장르의 미술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회화의 경우 세계의 재

현을 위해 필요했던 평평한 벽, 이차원의 나무 패널, 캔버스 등을 만드는 방법 뿐 아니

                                                
56  최종철, 「로잘린드 크라우스 포스트 미디엄 이론의 이중성에 관한 변증적 고찰」, 『미학 예술학 

연구』(46, 2016), p. 215. 

57 Rosalind E. Krauss, A Voyage on the North Sea: Art in the Age of the Post-medium Condition (2000), 

김지훈 옮김, 『북해에서의 항해: 포스트-매체 조건 시 의 미술』(서울: 현실문화 A, 2017), pp. 

8~11, p. 107. 

58 Rosalind E. Krauss, Under Blue Cup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1), p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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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 과 관련된 관습적 규칙이 있었다. 물질적, 비물질적 기술들은 복합적으로 섞이면

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매체는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분명 그린

버그 식의 매체와 다른데 단순하지 않고 비물질적인 것 또한 포함하기 때문이다.59 이렇

게 재해석된 매체 개념은 물질성을 가지지 않는 디지털 조형에도 적용될 수 있고 조형

성과 관련한 논의를 극단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 최종철의 표현처럼 크라우스의 시도

는 디지털 매체를 미술사의 “항구적인 스펙트럼”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다.60 

이 지점에서 나는 콜라주의 파편성에 한 새로운 연구 관점의 단서를 찾을 수 있

다. 크라우스의 방법을 따르면 디지털 콜라주는 단순히 과거 물질적 콜라주의 조형 방

식을 컴퓨터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완전히 다른 기술적 지지체를 토 로 하

기 때문이다. 전자가 물질에 기반한 평면의 규칙 안에서 서로 다른 개체들의 병치, 맥락

의 이동, 매체의 확장, 미술과 현실의 연계와 같은 논의에 관련되었다면 후자는 디지털 

조형의 새로운 규칙을 따른다. 다시 말해 디지털 콜라주는 데이터의 가상성에서 재귀적

으로 발생하는 규칙이 적용되는 매체의 기법이고 조형적 특성 역시 그와 같은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재언 하자면 이 점에서 나는 디지털 콜라주의 연구에 미

술사의 선례 뿐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 한 이론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다. 

다음 절은 이러한 관점을 토 로 나의 작업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59  크라우스는 오해를 받는 매체라는 용어 신에 “기술적 지지체 Technical Support”, “지지 구조 

Supporting Structure”, “직접 조건 Aggregative Condition”, “변별적 특정성 Differential Specificity” 

등의 사용을 제안한다. Rosalind E. Krauss, op.cit. (2017), p. 107. 

60 최종철, 앞의 글 (2014), p. 182. 



 

 109 

3.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대한 분석적 고찰 

 

나의 데이터 콜라주가 보이는 시각적 특징은 이미지의 지시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품에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나는 작품에 많은 양의 이미지를 비선

형적으로 나열한다. 다음으로 화면 안에 재료 사진들의 프레임을 그 로 노출한다. 마지

막으로 투명하게 중첩하여 명시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화면 곳곳에 배치한다. 

먼저 나는 다량의 이미지를 수집함에 있어 일정한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전통적 

회화나 사진의 경우 비교적 알기 쉬운 구도와 단일한 초점에 따라 이미지의 독해 순서

가 결정된다. 반면, 나의 작업은 그러한 선형적 질서가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예

로 <Rob_“at the hospitel n my grandpa is still sick n I have to watch him fuckin a man 

tonite is gunna suck.”>을 살펴볼 수 있다[작품 23]. 해당 텍스트는 나에게 절망적인 상

황, 무력감, 분노, 아픔의 감정을 여과 없이 전달하 다. 그것에 한 나의 정서적 반응

은 작업의 시공간에 전달되는 다른 정보의 수용에 향을 미쳤다. 뉴스, 여가 용 동 상, 

팝업 광고, 배경 음악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의 컨텐츠에서 인지되는 것은 역겹

고, 파괴적이며,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여 죽음의 심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결과 나는 직전까지 작업하고 있었던 어지럽게 얽힌 인체 이미지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

한 상어, 수질 오염으로 몰살된 물고기 떼, 연어의 남획, 화학 공장의 폭발, 붕괴한 천장, 

지하 상가의 화재, 연기, 폭설, 공사 현장에서 도로로 넘어 간 크레인, 그것에 깔린 차량, 

사상자, 교통 사고로 전복된 이송 구급차, 소방관, 가스통, 도보의 싱크 홀, 물이 새는 롯

데 타워의 내부, 사망 현장에서 입수된 CCTV 의 노이즈와 같이 편치 않은 이미지들을 

더했다.  

이러한 이미지의 조합 과정에서 나는 화면에 명시적인 구도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작업의 상인 정보 경험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나는 소셜 미디어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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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Rob_“at the hospitel n my grandpa is still sick n I have to watch him fuckin a man tonite is 

gunna suck.”>, 2018, 텍스트,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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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알림을 확인할 때 부분 여러 개의 윈도우와 디지털 기기를 함께 재생한다. 이른 

바 멀티 태스킹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컨텐츠의 부분을 차지하는 동 상은 수 많은 

이미지를 집약하여 보여준다. 때문에 정보 자극은 짧은 순간에도 나의 기억에 많은 양

의 이미지를 남긴다. 그 결과 나의 데이터 콜라주는 과거 물질적 콜라주에 비교할 때 

합성의 재료가 월등하게 많아진다. 이들 재료 이미지의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는 분명

하지 않다. 부분의 이미지는 동시에 전달되어 빠르게 지나간다. 나는 순간적인 사유로 

그들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고전 회화에서처럼 

하나의 주제를 간결하게 설계된 구도로 형상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화면은 다양한 이미

지가 엉켜 포화된 상태가 된다.  

이미지의 비선형적인 수합은 동등한 의미 가를 가진 정보에 의해 심화된다. 앞에

서 언급하 듯이 내가 수용하는 정보는 진실 여부와 사건의 경중에 한 사회적 평가에

서 벗어나 유사한 심리적 거리감을 가질 수 있다. 정보에 한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 이미지들은 

화면 안에서 비슷한 중요도를 가질 수 있다. 이미지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가스통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신에 명암의 비가 적고 초점이 흐려 이미지의 명시성이 떨어

진다. 반면 화면 왼쪽에 위치한 상어와 뒤집히고 찌그러진 구급차는 초점이 맞아 명확

하게 드러나지만 작은 크기로 합성된다. 공사장의 부서진 차단 막은 이미지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다른 이미지에 가려져 덜 명료하게 보인다. 폭설 장면이나 상의 노이즈는 

명확히 인식되지 않지만 화면 전체에 투명하게 겹쳐지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가중한

다. 요약하자면 개별 이미지는 크기, 위치, 명암 비, 질감, 투명도가 조정되어 화면 안

에서 유사한 정도로 보는 이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그로 인해 화면은 전면적이고 분산

적으로 보이게 된다.  

다음으로 합성 이미지는 재료 사진의 프레임들로 인해 시각적으로 산만해진다. 이

는 <#밝은미래#sign#먹이#혼란#증오#해파리#무뇌#자극#동경#사과#자연의소리#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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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밝은미래#sign#먹이#혼란#증오#해파리#무뇌#자극#동경#사과#자연의소리#뻐꾸기#백색소

음#ASMR10시간>, 2019,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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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백색소음#ASMR10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작품 24]. 작품은 내가 인터넷 문화

에 해 관찰한 내용을 합성 이미지로 보여준다. 화면의 하단부에는 다수의 해파리가 

수집된다. 해파리는 뇌가 없어 사고할 수 없고 해류를 따라 떠다니지 않으면 가라 앉아 

죽는 습성을 가진다. 그것은 화면 안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흐

름을 만드는 것 즉, 해파리에게 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화면의 상단부에 열거된다. 먹

이를 주는 손, 매력적인 바닷물, 수 많은 이정표, 욕망의 상이자 진실을 상징하는 사

과, 발전에 한 약속, 국가, 기업, 언론, 낚시 의 먹이, 또 다른 장소에 구획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이 그것이다. 나는 이들을 조합하여 변치 않는 진실, 절 적 기준, 견고한 

목표가 모호해진 상황, 만연한 자극, 정보에 쉽게 향을 받는 사용자들의 모습을 표현

하고자 하 다. 그를 위해 나는 공유 사이트에서 입수한 사진 이미지에서 필요한 소재

를 추출하 다. 분리 방법은 소재 이미지의 윤곽을 날카롭게 절개하는 것이었다. 이 과

정에서 나는 부분의 배경을 제거하 지만 사진의 틀을 부분적으로 남겼다. 선이나 색 

정도로 읽힐 수 있는 흐릿한 흔적이나 사각 이미지의 일부인 면은 본래의 환 적인 사

진에서 분리되어 벡터 이미지처럼 화면 안을 부유한다. 그 결과 화면은 다수의 사각형

으로 구획된다. 내가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식은 합성 이미지를 파편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성 방식은 작품이 시각적 발화라고 생각하는 나의 작업관에서 발생한다. 

나는 완벽한 환 을 구현하는 디지털 합성에 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다. 문화 산업

의 컨텐츠처럼 관객이 내용에 완전히 몰입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의 합성은 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작업은 미디어 경험의 시각화로 가상 체험의 논리보다는 타인의 발

화 내용이 데이터의 형식으로 어디로든 이동하는 현실과 관련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발화는 타인을 자주 인용하고 분절적인 형식을 취한다. 내가 타

인의 발화물로 간주하는 디지털 이미지는 사각형이다. 이미지의 생성과 유통 과정에 존

재하는 형식 상의 이유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사각의 형태 내부로 제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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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컨텐츠의 최초 창작자는 의도에 따라 사각의 틀 안 특정한 지점에 상을 위치시

킨다. 나는 그러한 구도와 배치가 원본의 맥락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

상에 따라 재료 이미지의 틀을 남겨 인용한 이미지의 맥락을 드러내려 한다. 작품의 좌

측 아래 편에 위치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란색 해파리는 머리 부분이 잘려 있다. 이

는 화면의 구성을 위해 내가 자른 것이 아니라 재료 사진에서 원래부터 잘려져 있던 것

이다. 원본 사진은 여러 마리의 해파리를 촬 한 것이었는데 나는 해파리의 일부분이 

잘려 있음으로써 보는 이가 생물의 생김새를 관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것의 이동

성과 방향에 주목하게 된다고 생각하 다. 타인의 정보를 재생산하는 수용자로서의 나

의 행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특정 지점을 향해 이동하는 해파리의 무리를 보여주기 위해 

사진의 프레임을 그 로 드러냈다. 또, 화면에 산재한 사과는 조형적 균형과 수평적인 

구도를 생각하여 하나의 사진에서 상을 추출하여 늘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연속된 두 

장의 과수원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한 것이다. 가장 자리의 사과는 원래부터 잘려 있었

고 나는 그 상태를 그 로 이미지에 더하 다. 또한, 오른쪽 하단부의 부유 공간에 위치

한 녹슨 구획물은 폐허 사진의 한 켠에 있던 철조망이다. 연기가 낀 사진의 배경은 화

면의 하단부 중앙에 희미한 색을 가진 사각형으로 드러난다.  

나는 이러한 사진의 틀을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조형 요소로 능동적으로 활용하

기도 한다. 그 예로 화면 중앙에 깃발을 꽂고 있는 인물은 거꾸로 보이는 바닷물 앞에 

위치한다. 물 위 쪽에는 팔을 벌리고 손을 맞 잡은 두 인물의 상체가 있다. 물 뒤에는 

국가들의 국기가 겹쳐 있다. 바닷물의 이미지는 분명한 사각형의 틀로 인해 다른 이미

지들이 놓인 배경과 분리되어 보인다. 그것은 기를 든 사람의 행위, 두 팔의 자세와 병

치되며 마치 행복과 발전을 기약하는 광고판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물 이미

지 뒤에 숨어 있는 국기들에 의해 설득력이 더해질 수 있다. 나는 사회의 발전이 모두

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선전하는 바와 달리 특정 이익 집단들에게 부를 집중시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된 바닷물은 옆에 위치한 다른 소재들과 연결되며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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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의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이때 바닷물의 이미지는 사각의 틀로 인해 배경에 

융화되지 않고 마치 인용의 부호 안에 위치하는 단어나 문장처럼 타인의 주장으로 분리

되어 읽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성 이미지는 중첩으로 흐려져 지시 내용이 모호한 부분을 포함한다. 

<“Happy Mother’s day”>는 어머니 날을 계기로 진행한 작업이다[작품 25]. 나는 한국

의 가부장적인 사회가 어머니라는 역할에 강요하는 부당한 것들에 해 문제 제기를 하

기보다는 실제로 나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수집하 다. 요구르트, 여성의 신체

를 닮은 트로피, 다림질 판의 다리, 병원 의자의 붉은 색, 옷의 무늬, 묶은 머리, 책, 어

린 시절에 살던 아파트, 동물원, 아기 호랑이, 성경, 지푸라기, 피부 이미지처럼 기억하

는 사물들로 어머니에 한 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표현의 과정에서 많은 이미지를 

투명하게 바꾸어 겹쳤다. 소재들은 투명하게 얽히면서 내가 가진 기억과 감각을 총체적

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극단적으로 가까운 거리로 인해 언어로 구체화하기 힘들지만 분

명히 실재하는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강한 유 를 드러냈다.  

이미지의 중첩 과정에서 나는 사진의 지시 내용이 명확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퍼임포즈 Superimpose’는 두 개 이상의 화면을 중첩시켜 하나의 

프레임 안에 동시에 나타나게 하는 사진과 상의 기법을 말한다. 나는 콜라주 이미지

의 전체나 부분에서 이러한 수직적 합성을 시도하는데 행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

선 나는 물질적 콜라주와 디지털 콜라주의 차이에 하여 생각한다. 매체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투명한 이미지이다. 디지

털 형식의 이미지는 수리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바꿔 투명도를 자유롭게 조

정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겹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는 투명하게 중첩된 이미지가 정

보 전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리할 수 있

는 양을 넘어서는 정보의 과잉은 많은 것이 존재하지만 파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이

미지로 시각화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살펴본 것처럼 겹쳐진 이미지는 



 

 118 

작품 25. <“Happy Mother's day”>, 2018, 디지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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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개념화하기 이전의 감각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유용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내가 데이터 이미지를 수집하는 방법은 작품에 비선형적인 구도, 다수

의 프레임, 투명한 중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표현의 상, 상황, 매체에 한 

나의 사유를 반 하고 화면을 파편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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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콜라주의 문화적 지지체 

 

이 장의 첫 절에서 나는 데이터 콜라주의 시각적 특성에 해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향은 데이터 콜라주의 용어를 둘로 나누어 볼 때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먼저 콜라주라는 특정한 기법이 만든 특성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 다. 한편으로는 콜라주의 재료가 데이터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미지

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기법 차원에서 디지털 콜라주는 전통적으로 물질적 콜라주가 가졌던 특성과 의미

를 이어받는다. 나는 앞서 물질적 콜라주의 실례를 구분하여 서술했지만 그 내용이 모

두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콜라주가 물리적으로 재료와 차원을 확 하고 개념적으로 평

면과 미술의 경계를 넓힌 것은 모두 순수성의 해체와 관련된다. 모더니즘적인 태도에서 

미술은 재료, 차원, 장르에 있어 견고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콜라주는 경계를 

초월하는 혼성적인 창작물을 만들어 순수하 던 미술, 매체, 작가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콜라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합성 재료의 변화이다. 디지털 

형식의 이미지는 물성이 제거되면서 간편하게 변형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디지털 콜라

주는 더 포화될 수 있고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선례들과 마

찬가지로 재료를 확장하고,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 하여 차원의 개념을 바꾸

며, 미술의 형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은 연구의 관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한다. 내가 조

사를 진행하며 확인한 디지털 콜라주에 한 글은 부분 연구 내용을 콜라주 기법에 

한 통시적인 고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켰다. 많은 경우 그들은 디지털 콜라주가 

합성을 편리하게 한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고 그로 인해 콜라주를 활용하는 작가의 층

이 넓어졌다는 결론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의 예와 관련하여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서 어느 정도의 담론이 구축되어 있는 매체와 기법의 연구 태도 일반에 하여 



 

 121 

재고해 볼 수 있었다. 과거부터 내려 온 조형 방식이 동시 에 사용될 때 그것을 관습

적인 행위의 조금 다른 반복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선례의 틀 밖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새

로운 관점과 문제 의식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경우 작가들은 낯선 매체

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일에 몰두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살펴 본 서적들은 동시 의 

재료가 어떻게 달라졌고, 그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조형성을 파생하는 

지에 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변화를 작가 개인의 주제 의식이나 미적 취향에 귀

속시켜 해석하 다. 또, 그들은 편집 프로그램과 장비의 사용법을 비롯하여 최신 기술의 

습득과 공유를 목표로 작성된 것처럼 보 다. 나는 이러한 연구 태도가 디지털 콜라주

와 관련하여 탐구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

째 관점과 관련하여 생각을 발전시켜 보려 한다.  

나는 과거의 매체와 기법이 ‘재고안’ 되어 이전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새로운 

논의 거리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콜라주를 재고안하는 방향은 합성의 재

료인 데이터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는 직접 촬 하거나 만든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라 

타인이 생산하여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된 이미지로 합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

에 나의 콜라주를 데이터 콜라주라고 지칭한다. 데이터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

나는 가상성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 작용성이다.61 그것은 물성이 제거된 존재 방식으로 

인해 이동이 편리하여 서로 다른 주체들 간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성과 관련하여 여러 방향으로 발전시킨 나의 단편적인 사유들은 조형성의 

분석에 이미 반 되었다. 수 많은 데이터의 비선형적인 조합은 동시  정보 경험의 모

습을 반 한다. 합성 이미지는 인과 관계에 따라 주제와 부제가 명확하게 결정되거나 

통일성 있게 구성되지 못한다. 그것은 동시다발적이고 빠른 정보 자극의 양상을 보여준

다. 또, 화면에 산재하는 합성의 흔적은 참조가 만연한 지금의 문화를 드러낸다. 나는 

                                                
61 최종철, 앞의 글 (2014),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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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이미지를 가져올 때 재료 사진의 프레임을 부분적으로 남긴다. 그러한 흔적이 정

보의 이동성과 변동성에 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입체주의가 

복수의 시점에서 상을 분해하는 것이 당시 산업 혁명에 의해 변화된 시계를 반 하듯

이 프레임 안 프레임은 사각형의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재생산되는 현재의 시각 문

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투명하게 중첩된 이미지는 네트워크 문화 안에서 정

보의 존재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동시에 출현하

고 공존한다. 하나의 장면에 다수의 이미지가 투과되어 보이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언제나 다른 것과의 향 관계 하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데이터 콜라주가 콜라주 일반의 특성 중 두 가지를 특별히 부각시키며 파편

적인 조형성을 강화하고 작품의 문화적인 지지체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는 

조형의 편리성이다. 회화에 비해 디지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합은 단시

간에 재료 검색, 다양한 실험, 조형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의 물질적 콜라주와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각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이미지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조형의 유연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산물이자 관계의 매개체인 타인의 텍스트와 이미지에 순간적으로 반

응하는 작업에서 데이터 콜라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빠른 시각화

의 결과로 작품 이미지는 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편성이 두드러지게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제 불가능성이다. 나는 인터넷의 데이터를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관여하는 ‘공공재’로 간주한다. 그것에는 하나 이상의 참조 관계가 얽혀 있고 다양한 의

도를 반 한 시각적 흔적이 남아있다. 더욱이 데이터 이미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트맵 이미지는 최초 생산자 역시 프레임 안의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 없는 사진이다. 

사진 이미지의 우연성으로 인해 해당 매체에서는 구성 사진이라는 특수한 형식이 생겼

고 ‘포착’의 개념이 논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우연적 이미지를 주된 상으로 하는 데

이터 콜라주의 경우 작가는 합성의 재료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 이는 물질적 콜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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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데이터 콜라주가 더 많은 수의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공간을 전제로 하는 만큼 통제 불가능성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작가는 이미지에 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다층적인 의미 구조와 

혼재하는 시각 요소를 포용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이미지는 더 파편적이 되는 것이다.  

작가 마사 로슬러 Martha Rosler 는 콜라주가 “징후이자 전략이고 저항이다”라고 

언급한다.62 이는 콜라주의 작가들이 기민하게 현실을 반 하 고, 미술과 현실에 해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 으며, 과거와는 다른 주장을 해 왔음을 의미한다. 나는 콜라주라

는 조형 기법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유연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콜라주는 변화하는 현실에 반응하며 내용, 방식, 조형성이 바뀌어 왔고 그 점이 시 의 

징후이자 관습적인 미술과 현실에 저항하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같은 맥

락에서 나는 파편적인 데이터 콜라주가 단순히 조형성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일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지의 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환 을 

깨뜨린다. 균열은 지속적으로 현실을 상기시킬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콜라주가 미술과 

현실의 간극이 절  사라질 수 없음을 드러냈던 것과 동일하다.63 틈에 한 인지는 양

자에 한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나는 데이터 콜라주가 틈을 보여주며 발달한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인터넷 아

트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평범한’ 삶의 조건일 때 온라인의 언어, 스타일, 행동 방식 등

에 반응하는 예술을 말한다.64 나는 그러한 조건 안에서 주체의 발화가 단독으로 발생하

지 않고 다른 주체와의 끈임 없는 상호 작용의 결과물 임에 주목한다. 데이터 콜라주의 

시각적 파편성은 이러한 문화적 지지체를 반 하는 것이다. 

                                                
62 Martha Rosler, Statement, Richard Flood, Massimilliano Gioni, Laura Hoptman, op.cit., p. 96. 

63 Laura Hoptman, “Collage Now: The Seamier Side”, Ibid. p. 9. 

64 김지훈, 앞의 글, p. 94; Gen McHugh, “Post Internet: Note on the Internet and Art” (2011), p. 16.  

http://www.linkartcenter.eu/public/editions/Gene_McHugh_Post_Internet_Link_Editions_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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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나는 이미지의 파편성이 전 장에서 살펴 본 내러티브의 이질성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콜라주의 경우에도 조각난 형식이 지시 내용보다 더 강조

될 수 있다. 내가 작업의 상으로 선택한 포스트 인터넷의 문화는 연동하는 주체를 전

제로 하는 인용의 규칙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파편적인 화면 구성의 원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현실에 한 관심은 재귀적으로 조형성을 결정하 고 작품의 

분산적인 내용과 형식은 통일성 있게 시 와 문화를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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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분산적 전시 구성 

 

 

1.  이미지를 향한 집중의 분산 

 

나는 데이터 콜라주 이미지를 종이에 프린트하여 전시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

어진 조형의 결과물을 물화하여 제시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 되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프린트는 양질의 종이에 정 하게 인쇄하여 간

결한 형태의 액자로 마감하고 깨끗한 벽에 눈높이에 맞추어 거는 편이 작품을 더 잘 보

이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공유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정된 관념은 평면 작업의 경우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다양한 장르의 관습으로

부터 향을 받아 형성되는 듯 보인다. 회화의 전통에서 작품은 환 을 구현할 수 있도

록 완전한 평면이어야 하고 그것이 제시되는 공간에서 몰입을 막는 방해물은 제거되어

야 한다. 사진적 전통 하에서 이미지는 기호이고 인쇄 상태는 보는 이의 의식을 지시 

내용으로 인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점 없이 완벽해야 한다. 또, 판화 장르에

서 표구는 작품을 완결하고 교환 가치를 높인다. 이러한 논리들은 나의 과거 작업에서

도 동일하게 작동하 다. 자전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고 비교적 회화적이고 사진적인 미

감을 보 던 디지털 콜라주 연작은 좋은 질의 종이에 프린트되어 청결한 표면을 유지하

도록 액자가 씌워졌고 시선을 끄는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돈 된 갤러리 공간에서 

전시되었다[참고 그림 22]. 

이와 같은 전시 태도의 기저에는 모더니즘적인 발상이 존재한다. 서구 모더니즘 미

술의 전통은 매체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이상적인 형식을 도출하 는데 그에 따

라 제시 방식 역시 일종의 전형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그린버그의 형식주의적 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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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태도는 “미술을 보는 시야를 철저하게 미술 내부로 한정”시키고 그를 위한 공간

을 구축하 다.65 “고르게 조명이 비추어진 방”에서 벽은 “본질적으로 미적 가치를 지니

고 있지 않고” 작품을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시킨다.66 이상적인 전시장은 상이 “예

술이라는 사실을 해치는 모든 단서들을 작품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그 곳에서는 관람

자 마저 제거되어 그들의 “시선과 사고는 환  받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는 환

 받지 못하거나” 한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순수한’ 공간을 통해 모더니즘 미술은 “초

                                                
65 윤난지, 「전시의 담론」,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전시의 담론』(서울: 눈빛, 

2002), pp. 7~8.  

66 Brian O’Doherty, “Notes on the Gallery Space” (1976),  황신원 옮김, 「갤러리 공간에 한 언급들」, 

위의 책, pp, 38~40. 

참고 그림 22.《Stories in Squares》, 2007, 갤러리 아이(서울)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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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인 것으로 신비화”되고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태도에 해 이른 바 ‘전시의 담론’들은 비판적이다. 그들은 미술 작품을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전시 기획과 공간이 중립적이지 않음을 밝히고자 노력

한다. 한 예로 크리스토프 그루넨버그 Christoph Grunenberg 는 「제시의 정치학」에서 

뉴욕 현  미술관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하여 기술한다.67 현  미술관은 수집, 전

시, 출판, 교육, 조직, 행정의 역에서 지배적인 이념을 생산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더니

즘 미술의 개념을 재규정하고자 시도하 다. 그것은 폴 세잔 Paul Cezanne을 비롯한 유

럽 모더니즘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의도적으로 그 연장선에 미국의 작가들

을 위치시킴으로써 미국의 추상 미술을 모더니즘 미술의 계승자로 인식되도록 하 다. 

같은 맥락에서 캐롤 던컨 Carol Duncan 과 앨런 왈락 Alan Wallach 은 미술관이 “제의

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다.68 그들은 현  미술관이 계획한 동선을 따라가며 

만나게 되는 작품들의 의미를 해석한다. 실내에 전시된 작품들에서 남성은 창조성을 지

니는 존재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정신, 빛, 지성의 통합체”로 그려지는 반면 

여성은 그를 위협하는 힘으로 묘사된다. 반면, 야외 정원에 위치한 여성의 조각상은 긍

정적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여성이 가진 창조력을 자연에서의 생식력만으로 제한하는 

남성 중심적 관점이 반 된 결과이다. 미술관의 “건축적 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관람

객의 사유를 유도한다. 연구자들은 이 점에서 미술관이 종교 건축물과 유사하고 관람객

은 그 곳에서 종교 의식과 같은 순간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제임스 클리포드 

                                                
67 Christoph Grunenberg, “The Politics of Presenta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94), 

정인진 옮김, 「제시의 정치학: 뉴욕 현  미술관」, 위의 책, p. 56, 73. 

68  Carol Duncan, Alan Wallach, “The Museum of Modern Art as Late Capitalist Ritual: An 

Iconographic Analysis” (1978), 조수진 옮김, 「후기 자본주의 제의로서의 현 미술관: 도상학적 

분석」, 위의 책, p. 198,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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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Clifford 는 미술관이 수집하는 민족지학적인 연구의 상물에 하여 쓴다.69 민

속 전시물은 수집자 즉, 문명화했다고 인식되는 편에게는 예술품이지만 수집의 상자, 

이른바 “원시적”인 사람들에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공동체의 기록이다. 클리포드는 이 

점에서 미술관이 객관적인 저장 공간이 될 수 없고, 불평등한 관계를 포함하며, 상이한 

민족들이 접촉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접촉 지 ”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전시의 담론들은 다양한 실례의 분석을 통해 전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던 미술관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의 기획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 다. 후기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벽 없는 미술관”을 기획하 던 

것이다.70  그 내용은 모더니즘 미술관의 상징인 폐쇄적인 벽을 제거함으로써 전시장을 

탈 중심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공간은 다양한 참조 관계를 

포함하는 미술 작품에 의해 전시장의 밖에 실재하는 사회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듯 보

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71 모던 미술관

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던 미술관 역시 빠른 시간 안에 미술의 제도와 체계에 편입되었

고 “허구”이자 “기호”로서 당 의 미술을 재현하며 주류 미술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하 던 것이다.  

비록 포스트모던 미술관이 전시 권력을 해체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전시 형태를 도

출하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시 태도에 한 통시적인 고찰이 작품의 제시 방법

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시의 형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

                                                
69 James Clifford, “Museums as Contact Zone” (1977), 정지윤 옮김, 「접촉지 로서의 박물관」, 위의 

책, p. 256, 261, 270.  

70  Rosalind E. Krauss, “Postmodernism’s Museum without Walls” (1996), 변한나 옮김, 

「포스트모더니즘의 벽 없는 미술관」, 위의 책, pp. 93~102. 

71 윤난지, 앞의 글,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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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와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그동

안 전시 기획이 발견하고자 하 던 보편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전시의 전형은 존재하

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데이터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함에 있어 

작가 본위로 돌아가는 배경이 된다. 나는 전시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자연

스럽게 전달하도록 작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이미지 뿐 아니라 

제시의 방식 역시 작가의 시각적 주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는 내가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법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나는 디지털 형식의 창작물을 웹 공간에 게시하지 않고 프린트로 제시

한다. 디지털 프린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사용한다. 표면에 유광 매제가 칠해져 

있어 잉크의 흡수를 막아 사 기기를 통해 빛으로 재현되는 이미지와 가까운 색을 구

현하는 유광 용지, 무광 매제로 표면이 처리되어 색의 재현율은 떨어지나 빛이 반사되

지 않아 회화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무광 용지, 조직이 거칠고 잉크가 잘 흡수되어 인

쇄의 질이 좋지 않지만 전통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판화지, 표면 조직이 단단한 

드로잉 종이, 구김을 펼 수 있어 변형이 쉽고 유연한 한지, 중성이 아니어서 보존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일상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무용 종이를 비롯하여 나는 수급 가능한 

종이를 제한 없이 작업에 활용하는 것이다[작품 21-1]. 또, 나는 종이와 이미지의 방향

이 일치하지 않도록 데이터 이미지를 비뚤어지게 인쇄하기도 한다[작품 26]. 작업 당시 

가지고 있는 종이의 성격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미지의 각도와 위치를 바꾸어 종이의 여

백이 테두리처럼 일관된 형태를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틀어진 작품은 이미지가 바

르게 읽히도록 종이를 기울인 상태로 전시한다. 인쇄물은 벽에 핀으로 고정된다. 나는 

데이터 콜라주 작업을 시작한 후 견고한 액자의 사용을 피해 왔다. 또한, 전시의 현장에

는 합성 이미지 외에 다른 요소들이 배치되기도 한다. 나는 텍스트를 이미지보다 비중 

있게 제시하거나 개별 조명이나 음향을 이미지에 병치하는 것이다[작품 27].  

이러한 시도를 통해 나는 작품이 고정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과도하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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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1. <6시간 전_방금 전>, 2019, 세부 장면 1. 



 

 131 

작품 26. <“Nazar ki siyaahi se likhenge…”>, 2018,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종이 크기 

54x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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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7. <FF_Multiple Windows_2019>, 2019, 상 자동 캡처, 중첩 인쇄, 드로잉 종이에 디지털 피그

먼트 프린트, 손전등, 41.9x71.1cm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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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회화, 판화, 사진을 공부하며 평면 작업을 이

어 왔던 나는 무의식 중에 강요되었고 익숙해진 전시의 단일하고 절 적인 무게 중심에

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하여 나는 작품의 실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고하려는 내용은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트로 물화하는 것, 다양한 종이를 혼용하

는 것, 이미지를 기울이는 것, 작품 이미지를 쉽게 이동 가능하도록 가볍게 설치하는 것, 

그리고 텍스트, 조명, 음향 장치를 이미지에 병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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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의 잠정적 현존성과 디지털 프린트의 형식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드로잉과 같은 작업을 제시할 때 내가 고려했던 것은 

가상과 현실의 관계이다. 가상의 이미지가 현실의 특정 공간에 위치할 때 취할 수 있는 

필연적인 형태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해 고민하 던 것이다. 생각의 과정

을 그 로 나열하면 우선 나는 데이터 이미지를 동일하게 디지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

에 관심이 없었다. 인터넷 공간에 작업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에 저항감을 가졌던 것

인데 그러한 판단의 첫번째 이유는 창작물이 콜라주의 재료와 동일하게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하다.”》와 <Relation Interface_SNS-Collage>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디지

털 정보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지만 원형을 찾기 힘들 때까지 변형될 수 

있고 빠르게 망각될 수 있다. 작품은 이러한 경험을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한 현

상에 한 나의 해석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다소 감정적고 개인의 

취향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두번째로 나는 인터넷에서 소재를 얻지만 ‘넷 아트 Net 

Art’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넷 아트는 창작물의 위치를 온라인 공간 안에 국한시킴으

로써 물리적인 전시장과 주류 미술에서 벗어난 안적인 미술로서 가질 수 있는 “급진

적 동력”을 강조한다.72 반면 포스트 인터넷 아트로 지칭되는 미술 실천은 디지털 문화

로 인해 변화한 삶 전반에 주목하면서 “사진, 회화, 조각, 무빙 이미지 예술과 같은 전

통적 예술 형태와 이들이 현전하는 플랫폼으로 발산”된다. 나는 나의 작업이 전통적인 

관념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의 시각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전자가 아닌 후

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작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창작물을 네트워크 공간에 위치시켜

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번째 이유는 나의 

                                                
72 김지훈, 앞의 글, p. 9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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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가상과 현실 공간의 균열에 한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인터넷 문화 안에서 신

체가 포함되지 않은 경험이 야기하는 정보와 현실 간의 분리에 해 고민한다. 이를 가

시화하기 위해서 나는 자극으로서의 외부 데이터와 기록물로서의 합성 이미지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다. 두 요소의 존재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시각화의 상

을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 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데이터 이미지를 물화하여 제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업물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작품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원작이나 다수의 에디션 

중 하나로 읽힐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나는 작품이 진품성 논의와 연결되며 전통적인 

평면의 감상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콜라주가 가진 형식의 분석 장

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디지털 콜라주 작품은 편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과거의 미술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나는 디지털 형식의 작품이 아우라

를 가진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 식의 원작이나 사진, 정통 판화에서처럼 높은 교

환 가치를 지니는 원본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상의 데이터이

고 무한히 복사되고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부터 유일성이나 수 개념과는 분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디지털 데이터의 ‘잠정적 현존성’에 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나

는 디지털 창작물의 제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정보의 이동 도식에 주목한다. 현

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창작자, 정보, 수용자, 불일치로 요약될 수 있다.73 디지털 이미

지의 현존 형식을 결정할 때 디지털 데이터에 한 일반적인 정의를 재언하는 정도의 

방안 즉, 작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없다면 나는 도식의 다른 극인 수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73 Lev Manovichi, op.cit.,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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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상에서 내가 처음 정보의 수용 상황에 주목한 것은 모니터

와 프린터의 ‘칼리브레이션 Calibration’ 과정이었다. 칼리브레이션은 디지털 데이터의 

색 구현과 관련된 용어이다. 디지털 출력 장치 즉,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로 기능하는 

기기들은 동일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다. 인물의 얼굴이 카메라 

화면에서는 밝아 보이나 편집용 모니터에서는 어두워 보이고 토너 프린터에서는 붉은 

기가 많아 홍조를 띠지만 잉크젯 프린터로는 녹색이 많아 창백하게 보이는 경우가 한 

예이다. 나는 이러한 왜곡과 관련하여 데이터 경험의 ‘불확실성’ 및 공유되는 ‘묵인’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분명히 다른 시각적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주목하

지 않는 사용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기술적 한계에 한 씁쓸한 

묵인이 원인일 수 있지만 나는 기표의 세계라고 불리는 현재에 현상이 큰 의미를 가지

지 않는 것과 이미지 사회로 기술되는 문화 안에서 시각적 현존이 정보로 치환되며 정

한 관찰이 생략되는 경향이 흥미로웠다. 이는 내가 판화와 사진 작품을 위해 잉크, 종

이, 프린팅 방식을 여러 번 바꾸어 가며 실험하고 특정한 것을 골라 원작의 형식을 강

화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관찰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직설적인 작

업을 시도하 다. 한 예로 얼굴을 확 하여 색 면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데이터를 지인

들에게 전송한 후 그들이 가진 프린터에서 출력하도록 하고 인쇄물을 돌려 받아 한 공

간에 나열하 다. 회화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이미지는 모두 다른 작품으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를 전제로 할 경우 이미지는 동일한 사람으로 인

식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단편적인 실험들을 거치며 데이터의 잠정적 현존성 개념은 구체화되었다. 

데이터에 한해 그것을 구현한 물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엄

히 말하면 그것은 가변적이기보다는 잠정적이다. 그것은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

회적인 것이고, 미세하게 다른 수 많은 것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적인 

작품에 큰 가치가 부여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구현물의 특성이 작업의 상세 감각 



 

 137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존적인 경험, 순간적인 정서, 직관적인 변주는 

데이터의 현존성 개념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잠정적 현존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프린트의 형식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콜라주 이미지는 데이터로 제시되어 공유의 측면이 강조되기보

다는 프린트되어 일시적인 현존을 드러낼 수 있다. 이 경우 프린트는 ‘고상한’ 취향과 

진품성을 강조하는 방식, 예를 들어 면이나 식물성 펄프로 만들어져 가장자리 뜸틀 무

늬를 가진 판화지와 무광 잉크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향한 집중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여백을 부여하는 전통적인 프린트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보존성

이 떨어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합성지, 디지털 이미지 특유의 자극적인 색을 비슷하게 

구현하지만 저렴해 보일 수 있는 유광 종이, 사무 용지를 사용한다. 전통적인 프린트 작

품의 제작 시 작가들이 기피할 수 있는 종이를 활용함으로써 프린트가 일회적인 용도를 

가지는 유인물처럼 특별하게 보이지 않도록 제작하고 원본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사실

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 나는 하나의 작품에 다양한 종이를 혼용한다. <6시간 전_방금 전>에서 왼쪽에 

위치하는 <6시간 전_“My mother passed away after a long term aliment. I am on my 

way to Korea.”>는 세로 225미터, 가로 375미터의 크기로 복수의 종이에 프린트되었다

[작품 21-1]. 일반적으로 큰 크기의 작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할 때 연결 부위

는 감춰진다. 캔버스 회화의 경우 작가는 틀 사이가 뜨지 않도록 연결하여 그림을 그리

거나 틀의 옆 면을 칠하여 정면에서 그림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지가 끊어지는 곳이 없

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와 달리 서로 다른 종이의 색감, 질감, 여백, 형태, 

종이가 겹쳐진 부분에서 보이는 틈, 종이가 말린 방향의 차이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이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방금 전_“Friday Night!!”>도 동일하다[작품 21-2]. 디지털 

이미지의 현존물은 세 폭으로 되어 있고 유광과 무광의 종이가 교 로 사용되었다. 나

는 첫번째와 세번째 프린트 즉, 전체 화면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미지를 유광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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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2. <6시간 전_방금 전>, 2019, 세부 장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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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쇄하여 이미지의 색감을 강조하 다. 애도의 감정을 전달하 던 분홍색이 화려하

고 시끄러운 파티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요소로 전환되는 상황을 강조하여 금요일이 상

기하는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보이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역시 인쇄물의 틈

을 없애려는 노력은 배제된다. 프린트는 분리되어 높이 차이를 보이고, 개별 종이의 여

백은 다른 형태를 보이며, 가장 큰 면적이 부여된 오른 쪽 위로 작품의 무게 중심이 치

우쳐 보이는 인상을 준다.  

한편으로 나는 데이터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할 때 작용하는 인력에 하여 생각한

다. 현실 공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이 가상의 이미지가 물질로 전환될 때 고

려해야 하는 인력이 있다면 어떠한 종류이고 그것의 향으로 프린트는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사유의 결과는 작품에서 이

미지와 종이 방향의 불일치로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언제나 정면이다. 이는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기울어질 때조차 보는 이의 시선에 맞추어 이미지를 자동으로 회

전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콘돔#치킨#맥주#바캉스#해운 #어

린이#안전사고#전복#버스#미세먼지#흙#이스라엘>의 이미지 역시 정면을 향해 있다

[작품 20-1]. 나는 종이를 기울여도 이미지를 정면으로 전시한다. 이는 <“back in real 

life”>도 마찬가지이다[작품 28]. 휴가에서 일상으로 돌아 왔다는 소식이 담긴 소셜 미디

어의 텍스트를 소재로 한 작업에서 나는 월요일 출근길의 지하철 풍경,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 정책에 한 뉴스의 사진, 미세 먼지 최악 상황의 한강 풍경, 정치인들의 선

거 유세 장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 하자고 호소하는 국제 기구의 

광고, 노약자 석을 두고 벌어진 싸움, 계란 값 폭등, 교회의 세습을 규탄하는 행동을 보

도하는 아침 뉴스의 내용을 하나의 장면에 집약하 다. 합성의 과정에서 재료들이 가진 

수직 수평선은 유지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자르기 기능의 기본 방식은 기

울어지지 않은 사각형이고 나는 사진의 정면성을 고려하여 편집 시 이미지의 각도를 바

꾸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개별 이미지는 일관된 방향성을 보일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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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0-1. <#일본군#위안부#콘돔#치킨#맥주#바캉스#해운 #어린이#안전사고#전복#버스#미세먼지

#흙#이스라엘>, 2018,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종이 크기 110x8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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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 <“back in real life">, 2018,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종이 크기 39.1x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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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사용한 종이는 상황에 따라 각도를 달리하며 기울어졌다. 이는 데이터 이미지와 

지지체의 분리 가능성과 이미지의 잠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로 장식적인 의도나 나

의 조형적 취향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유사한 실례는 <“The struggle is Rima, Omg B 

does that too noooooooooo.”>에서도 볼 수 있다[작품 29]. 지인이 올린 동 상은 고양

이 두 마리의 놀이로 인해 주변 사물이 모두 넘어져 버린 상황을 담고 있었다. 나는 

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피해, 선 주자들이 텔레비전 

토론에서 보인 유사한 형태의 싸움, 그 사태를 먼 곳의 일로 구경하는 중, 현실 감각

이 제거되는 고립된 개인 공간을 차례로 떠올렸다. 나는 이미지를 합성할 때 재료 사진

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로써 획득한 정면성은 틀어진 용지 방향과 조되며 데이터의 특

성에 한 나의 이해를 가시화하 다. 나는 프린트를 액자로 마감하지 않고 종이의 표

면과 물성을 그 로 드러낸 상태로 전시장에 핀으로 고정하 다. 그를 통해 데이터의 

현존물은 더 잠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디지털 프린트에서 분절된 이미지, 다양한 종이의 혼용, 이미지와 분리된 종

이의 방향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제한된 전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조형적 시도들

이 한번에 제시되면 작품의 내용보다 변화하는 형식이 더 강조될 수 있고 그것은 장식

적 조형미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모던 미술관은 캔버스와 액

자의 형태와 크기를 통일하여 이미지가 지시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려는 감상자의 의식

을 통제하 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데이터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자유롭게 실험한다. 나는 일

회적이고 가벼운 형식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데이터의 잠정적 현존성을 가

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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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9. <“The struggle is Rima, Omg B does that too noooooooooo”>, 2018,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

먼트 프린트, 종이 크기 110x79.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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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2. 《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하다.”》, 2018, 

우석 갤러리(서울) 전시 장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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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이한 구성 요소의 병치 

 

《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하

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작품 14-2]. 먼저 그것에는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를 

인쇄한 프린트물이 있다. 다음으로 콜라주 이미지의 디지털 프린트가 존재한다. 마지막

으로 전시 공간에 놓인 손전등이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크기이지만 이미지의 비율이 길어질 경우 프린트는 가로 변의 길이가 유지된 채 세로로 

확장된다. 이러한 선택은 디지털 기기에 정보가 담기는 방식을 고려한 것이다. 나는 프

린트 위의 높이를 맞추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벽면에 교 로 부착한다. 네 개의 벽으로 

둘러 쌓인 바닥 면에는 전시장 위편에 고정되어 작품을 일관되게 비추는 조명과는 다르

게 이동성을 가진 손전등이 놓인다. 그것은 자유롭게 배치되어 벽 면의 프린트, 빈 벽, 

구석, 바닥, 다른 손전등을 불규칙하게 가리킨다.  

해당 전시에서 이들 세 가지 구성물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상기하면 이미지는 텍스트를 직접 재현하지 않

고 텍스트는 이미지 합성의 계기가 된다. 그들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

어 개별적으로 제시된다. 그들은 공간 안에서 유사한 면적을 차지하며 비슷하게 중요해

진다. 조명은 공간의 절 반에 가까운 면적을 점유한다. 그것에는 손전등의 본체가 차지

하는 물리적인 공간 뿐 아니라 빛이 닿는 모든 공간이 포함된다.  

손전등에 해 더 설명하자면 사용 의도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손전등은 미지의 장소나 주변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

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회자되는 정보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 중 

다량의 정보로 인한 위치 감각의 상실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업은 계속 변

화하는 정보에 따른 양가적 감정의 반복과 그것에서 발생한 회의와 불안감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나는 손전등에 한 일반적인 해석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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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0. <FF_holy_유교, 포르노_2019>, 2019, 상 자동 캡처, 중첩 인쇄, 드로잉 종이에 디지털 피그

먼트 프린트, 손전등, 41.9x71.1cm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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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FF_Religion_천주교, 불교_2019>, 2019, 상 자동 캡처, 중첩 인쇄, 드로잉 종이에 디지털 피

그먼트 프린트, 손전등, 41.9x71.1cm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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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그것은 모호한 정보 문화의 상황에서 지표를 찾고 안정을 취하고 싶어하는 

나의 심리를 반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나는 다른 목적을 떠올릴 수 있다. 손전등을 작업

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최초의 이유는 평면 이미지로 향하는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 <FF_holy_유교, 포르노_2019>에서 나는 동 상에서 추출한 이미지들을 한 장의 종

이 위에 물리적으로 반복 인쇄한다[작품 30]. 작품은 두 장의 프린트와 여러 개의 손전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쪽에 위치한 인쇄물은 유교에 한 다큐멘터리로부터 제작된 것

이고 아래는 포르노 상의 적층 이미지이다. 두 상은 “holy, 성스러운”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다. 미디어의 정보 검색 알고리즘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해 

왔던 내용들을 동일한 범주 안에 위치시킬 수 있다. 세속적이지 않은 정신을 상징하는 

종교와 “holy shit!”이라는 설명으로 요약된 포르노 상은 같은 핵심어를 공유하고 비

슷한 조회수를 보여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전통적 체

계 안에서 절 적인 것으로 교육 받았던 가치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본

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의 폐기에 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 다. 작품에서 

조명은 균일하게 배치되지 않는다. 그것은 눈 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프린트와 그 주변

의 빈 벽, 바닥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명의 배치는 <FF_Religion_천주교, 불교_2019>에

서도 관찰된다[작품 31]. 나는 한동안 지속되었던 종교 기관의 세습, 세금 징수,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기획 보도를 접한 후 우연히 종교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었다. 그것은 각 종교의 고유한 역사와 독자성에 한 내용을 좋은 화질과 

극적인 구성으로 흡입력 있게 전달하 다. 그런데 상은 종교의 핵심인 믿음에 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주로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종교 내부의 힘 겨루기에 의해 결정된 관습

이나 다른 종교와 립하여 획득한 특수성에 한 것을 조명하 다. 이렇듯 내가 종교

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결여된 동 상으로부터 나는 구체적인 시각 정보들을 

누락시키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 작품에서 조명은 프린트 위의 빈 벽면을 비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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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화할 수 없는 종교적 믿음과 정보의 양이 많아질 수록 눈 앞에 펼쳐진 구체적인 내

용에서 멀어지게 되는 정보의 소비 양상을 반 한다. 이때 나는 균일하지 않게 배치된 

손전등이 보는 이의 관심을 프린트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명은 벽에 걸린 

평면의 프린트 작업을 감상하는 일반적인 태도 즉, 종이의 종류, 인쇄 방식, 상태에 관

심을 가지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프린트가 놓인 상황과 작가의 의도로 감상의 초점을 이

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공간에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을 유사한 비중으로 배치하여 전시의 중

심을 분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전시의 고정된 형식을 해체하는 시도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포스트모던의 미술관처럼 전시 체계에 부여되어 왔던 

권력을 해체하고자 했다면 프린트를 벽에 걸지 않아야 했고, 조명을 더 변칙적으로 설

치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정돈된 벽과 바닥으로 구획된 전시장을 벗어나서 

작업물을 제시해야 했다. 분산적인 전시 구성은 다른 목적을 가지는데 그것은 일상 생

활에서 존재하는 복수의 자극을 재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에는 다양한 자극이 공존

한다. 주체에게 작용하는 외부 자극은 과거에서처럼 단일하거나 소수로 제한되지 않는

다. 그 단적인 예로 컴퓨터의 사용자는 업무를 진행하며 음악을 듣고 검색을 하며 동

상을 재생하고 지인들과 소통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종 디지털 기기의 개발 방향 즉, 

다양한 기능과 다수의 윈도우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자는 더 이상 같은 시간에 하나의 

일에 몰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경향은 마치 ‘무균실’과 같이 통제된 

전시 공간에서 관람객에게 일관된 집중을 요구하는 전시 태도의 설득력을 낮춘다. 나는 

이러한 생각에 따라 다수의 자극으로 중심이 분산된 전시 공간에 만들고 실험한다.  

분산적인 전시 구성은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여 공간에 나누

어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품에서 분리된 구성 요소들은 각기 다른 것을 의

미한다. 《Relationship Interface_Collage 4.3_“가볍고 편리하다. 그러나 무력하고 잔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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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 텍스트는 가감 없는 현실의 모습, 이미지는 나의 응, 조명은 산만한 분위기

를 보여준다. 이러한 개별 요소의 독립성은 <#밝은미래#sign#먹이#혼란#증오#해파리#

무뇌#자극#동경#사과#자연의소리#뻐꾸기#백색소음#ASMR10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작품 24-1]. 나는 콜라주 이미지의 프린트 건너편 벽에 세 장의 텍스트 프린트와 

두 개의 음향 기기를 놓는다[작품 24-2, 24-3]. 텍스트는 인터넷에서 발췌한 동 상의 

제목과 설명으로 나는 그것을 해시 태그의 형식으로 나열한다. 세 점의 텍스트 프린트 

중 첫번째는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절 적인 해결책, 무한한 가능성, 희망적인 미래에 

한 문구들이다.74  두번째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모순적인 내용의 목록으

로 정보 수용자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황을 반 한다.75 세번째의 텍스트 목록은 극단

                                                
74 #한방에 정리 끝내기#눈물주의!!#유쾌 상쾌 통쾌 단호 답변모음#'어나더레벨' 정신 쏙 빼놓음#여러

분, 진짜 필요하십니까? 제가 신 결정해드립니다.#위기_ 지표는?#진실과 거짓 탈탈털어드림, 거짓

은 골라잡아 가차없이 팽#맞춤동 상#위치 정확도를 개선하시겠습니까?#꿀팁공개#전략오픈#골라봐

야지#소름끼치는 적중률 예언 TOP3#더 알아보기#골타격 사이다#관련재생목록#1%밖에 모른다는 '

구별볍' 전격 공개#소름돋는 정확도#팩트 체크#비교#폭발적 반응 동 상#조회수 11,630만회#TIPS 

2019.#제가 지금 뭘 본거죠 폭발적 반응#실시간급상승동 상1위#랭킹 탑텐#인기 급상승 동 상#'위

험 0%"#합격의 모든것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이제 알았다.ㅠ#노림수는? 경제를 보면 답이 보인

다.#돈이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끌어당겨라!#강추!직접확인!!!#상위0.01% 현실판#

운이 좋게 바뀔때 나타나는 신호들#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은 이유#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환호캐 한 다이빙 캐치#더욱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스마트하게#시청자 요청 상!#아직도 모르는 사

람들 모여라!7분만에 정리해 드림#핵심 정리 10가지#폭탄 번식 시키는 방법#병맛돋는 이야기#이슈 

깨기#한편으로 마스터!!#안정에 효과적#분당 수입 900만원의 위엄#기적의소원성취#소원을 이루는 

기적주파수#매직은 통했다#소오름#현 인이 꼭! 알아둬야 할 것#"가성비갑!"#핫 클립# 이슈 완전정

복#"또 외계인 고문했나"#당신의 인생 '이것'하면 바뀐다?#치트키#이건 정말 쩔어!!!#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신호들 절  놓쳐서는 안되는 특별...#효과 보장! 

75 #왜 계속말을 바꾸나 NEWS Channel#헬조선에 태어난 당신이 치뤄야 할 죗값. 헬조선 4분요약#전세

계가 한국만 유일한 성공작이라 평가하는 이유#자멸하는 한국인#미국, 중국, 일본인이 인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힘.#아베 정권 규탄 집회 열려.. "분노한다."#여론조사 아베 지지율이 상승

#"10여명 탈당 선언... 1년 반 만에 분당 사태#칼국수 먹으며 '3당 합당' 논의...소탈한 생활#'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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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기 의식과 말초적 감각에 호소하는 소셜 미디어와 동 상 플랫폼의 절망적이고 자

극적인 문장들이다.76 나는 단어가 전달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목록을 

                                                
개선 바란다'"#얽히지 말았으면... 제발 상관하지 말고 절연하자"#2020 올림픽 "최고로 준비"#초 형 

악재"IOC 분산개최?"#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버린 할리웃 미녀스타 강추#악마 졸리#일본 반

응#중국반응#미국반응#130년 만에 바뀐 정의, 내일부터 시행#sky가 무너졌다?#서울 생이 수능 푸

는 과정! 공부 못하는거 서럽습니다.#학벌도, 직장도 필요없다.#2019 국내 학 순위 Top 45#명문  

끝#하버드 학 동기부여_멘토링#축하합니다.#결혼으로 인생 2막 시작#4월의 신부#5년차 개부부#부

동산 갭투자는 끝났다#목동 재건축 호재#지금 집 사면 안되는 이유#공덕역 역세권 박 매매#2019

년 닭띠 운세 삼재 띠니까 조심할게 많아요#2019년 하반기 타고난 복을 누릴 시기_몸이 세개라도 모

자라요 #물이 많은 사주#뜨거운 사주니 식힐 것#'리얼돌 성상품화'#개인의 "사생활"#일본은 쓸데없는 

난리 치는 중#왜이리 호들갑이야? 한국은 진정하라고 #해결은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일본 언론 

"한국의 극단적 결정은 아베의 강경한 응과 무관하지 않다."#"한국인 때려죽여!"#신경 쓸 것 없다.#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착하고 귀여운 거죠!? 이 초등학생의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ㅉ#미국 중재 가능성 0%#"미, '징용문제' 배상판결 관련 일 입

장 지지#일본 "믿었던 만에서 거절한 현상황# 만 그리고 친일과 혐한# 만이 유독 한국으로부터 

찬사를 들으면 기뻐하는 이유#정신없는 한국 미래 누가 알까요? 

76 #콩가루+개판주의# 발길질 '분노' '경고'#스스로 무덤을 팠다.#빌어도 이제는 늦었습니다. 붕괴!! 이젠 

현실이다.#심각한 위기라며 날뛰는 이유#진짜 심장멎을뻔 했습니다.#살려주세요#한국은 ㅈ 됐다?!#

충격적인 진실 feat. 원료의 정체#최악 절  나가지 마세요!!!#빡치면 해체시켜버리는 초악덕#참 

다나다! "전술 적중, 뼈아픈 악수"#한복판에서 던진 돌직구#뼈 때림 주의#충격적 내용!#쓸데없는 리

뷰#오판인정했다. 완패!#니 책임이야 내려와라 퇴진론까지 아비규환#혹독한 결과들. 99%모두 잃을 

위기에 곡소리#급등, 다시 시작되는 공포#공격 완전 실패!#feat. 빡친 반응# 빠박하지마셈 쫓겨남네

다#또 왜~이래!적반하장!!#사고치고 축 처져있는...연기하는 건가요?#0.01%도 안된다!#맞불# 박 

초토화!#모든 건 빅픽처 다#응징 취재#엿 제 로 먹이네#싫야 식당#LA 타임스&호주 언론사 충격

보도#꼬리내리는 척 정말로 악랄하다.#"벌벌 떠는 이유가 있었네"#'부들부들' 떨고 있는 현 상황# 심

약자 주의#오메 이 누나 보소!#딱! 말! 거업나 안듣게 생긴 초딩 그 자체#20 들이 뿔났다#인생 최

악의 인연#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방법#가짜뉴스 싸움#타이밍 봐라!#TV 방송 연출 장면에 속지 

마세요!#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리먼 쇼크급 타격올지도 슬로건#칼럼니스트의 충

격고백 "최악 수준" 붕괴할 뿐이다.#또 '막말' "폄하 발언"#땅을 치는 이유#극 노 샤우팅!#회생 불능

#'10월 위기설' 긴급보도#제 딸이 싫습니다.#"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지구 밖으로 잘가요#"장

난하세요? 제가 우스우세요?"#면전에서 제 로 망신#쉽게 얘기하지마#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곧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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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색의 장식 없는 글씨체로 인쇄하 다. 그리고 종이에 단어를 가득 채웠는데 이는 

목록을 완결하지 않고 유사한 자극이 넘칠 정도로 많은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나는 텍스트의 프린트 사이에 스피커를 놓았다. 인터넷 문화에 해 관찰하던 중 다량

의 정보에 지친 사용자들이 정신과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 또 다른 유형의 정보에 의존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른 바 ‘자연의 소리’, ‘스트레스 완화’, ‘명상’, ‘숙면’, 

‘ASMR’과 같은 음향 컨텐츠가 그것이었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텍스트의 프린트에 포함

된 상들과 후자의 상들이 유사한 조회수를 가진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정보 사용자

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이중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장의 동선에 따라 텍스트와 음향

을 교 로 배치하 다.  

이처럼 나의 작품에서 이미지, 텍스트, 음향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내가 그

들을 병치하는 이유는 단순히 다른 감각에 호소하는 자극들을 혼용하여 전형적인 전시

의 형식을 해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지 프린트는 정보 사회가 제시하는 허상과 

비판 의식 없이 휩쓸리는 사용자들에 한 나의 회의적 시선을 드러낸다. 나는 텍스트

로 정보의 실제 모습을 수집하여 제시한다. 음향은 정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한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함축하는 현상은 현실 세계에서 공존한

다. 나는 그러한 주체의 현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작품의 제시 장소를 폭이 2미터 50 

센티미터가 안 되는 좁은 복도로 선택했다. 제한된 공간 안에 포화될 만 한 양의 자극

을 배치하되 구성 요소를 분산시켜 복수의 자극이 공존하는 상황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진다고?#맹 비난하기 시작한 언론.#노후 재앙은 순식간#"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냐고!" 내분 일어

나 자멸중#왕이 남의 똥을 먹은 이유#말그 로 폭삭 가라앉은 경제 상황#"이건 빼박 아니야? 이정도

면 아예 양심이 없는거지!!!--;;;#애쓴다~~#"원금 몽땅 날릴 판"#"너무 화나 죽창 들고 싶다."#이중

공포 시작!!#멘탈 터졌다#처절한 눈물어린 후회"지금이라도 빌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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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1. <#밝은미래#sign#먹이#혼란#증오#해파리#무뇌#자극#동경#사과#자연의소리#뻐꾸기#백

색소음#ASMR10시간>, 2019, 드로잉 종이, 사진 용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225x49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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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2. <#밝은미래#sign#먹이#혼란#증오#해파리#무뇌#자극#동경#사과#자연의소리#뻐꾸기#백

색소음#ASMR10시간>, 2019, 3점의 텍스트 중 첫번째 텍스트, 판화지에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38x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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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3. <#밝은미래#sign#먹이#혼란#증오#해파리#무뇌#자극#동경#사과#자연의소리#뻐꾸기#백

색소음#ASMR10시간>, 2019, 텍스트 3점, 스트레스 완화 음향 스피커 2개, 서울  미술관(서울)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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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이 논문을 통해 나는 나의 데이터 콜라주에서 나타나는 분산성에 하여 연구하

다. 작업은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하는 나의 일상을 시각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표현 과정에서 일종의 조형적인 실험을 시행하 다. 그것은 시각화의 상을 떠올

려 간결하게 다듬어 가는 구상의 체계,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반성적 사

유, 작품이 완결된 상태의 예측을 가능한 한 멈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작

업의 결과물을 역으로 관찰함으로써 이전까지 습관적으로 반복해 왔던 창작 방식을 재

고하고 작가로서 발전시킬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견하고자 하 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인터넷 문화의 조건 안에서 다양한 내용의 표현을 시도하 다. 실험의 결과로 작품에서 

분산적인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작품의 내러티브는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글을 

인용함으로써 단일하지 않은 줄거리를 가시화하 다. 또한, 내가 데이터를 콜라주하는 

방식은 재료 이미지의 명시성을 감소시키며 화면을 파편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디지

털 프린트의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았고 전시의 공간에는 상이한 구성 요소들이 추가되

어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 다.  

내가 작품의 분산성을 논문의 상으로 선택한 것은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그것을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 불가

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 다. 작품에서 관찰된 분산적 특성은 내용, 표현, 제시 과정에 

산재하 고 각기 다른 현상을 지시하 기 때문이다. 범위가 넓고 실체가 단일하지 않은 

추상적인 문제 의식을 명료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내가 연구를 진행한 것은 작업에 그러한 특성이 등장한 기간이 길었고 방향성 

또한 분명했기 때문이다. 작업을 지속하면서 그것이 작가로서 태도를 엄 히 점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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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서 발생한 절충적인 특성이거나 문화에 한 표피적인 이해의 산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작업 방식을 재고해야 했고 제작했던 작품들은 설

득력을 잃을 수 있었다. 나는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을 지

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분산성에 해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작품의 분산적인 요소들과 관련하여 내가 가졌던 의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었다. 우선 나는 작품이 내가 근거하여 온 지식과 모순 없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 다. 실험 결과물에 한 재고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려

고 했던 것이다. 또, 견고한 표현의 체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궁금하 다. 의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그러한 체계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분산성이 표상하는 바를 알고

자 하 다. 나는 서로 다른 재료를 선택하고 구성하여 파편적인 특성을 가진 작품을 만

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해 고찰해 보려 했던 것이다.   

나는 연구를 위해 동시 성과 디지털 매체에 한 이론을 참고하 고 첫번째 질문

과 관련하여 작품을 분석하 다. 먼저 창작 과정에서 나의 개입을 제한하고 타인에게 

작품의 내러티브를 결정하도록 한 나의 선택은 다양한 시간성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주

체들의 공존 상황을 고려한 결과 다. 나는 동시 의 자아가 자신의 실존을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확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연동하는 자아와 주체의 주관적 표현

에 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수의 화자를 인용했던 것이다. 또, 내가 파편적인 데이터 콜

라주를 시행한 이유는 합성에 재료가 가지는 특성을 반 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데이터의 가상성, 이동성, 동시성을 고려하며 재료 사진의 프레임을 강조하고 비선형적

으로 이미지를 나열하고 중첩하 다. 또한, 내가 전시를 분산적으로 구성한 것은 디지털 

문화에서의 현존에 하여 생각한 결과 다. 데이터는 물리적 공간에서 잠정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프린트가 균열 없이 완벽하고 구적이기보다 연결 부위를 

드러내고 일회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 다. 동시에 다양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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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병치하여 여러 가지 자극이 한 순간에 작용하는 동세 의 현존 상황을 시각화하

다.  

작품의 분석은 그것이 시 와 문화를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작품은 미

디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인터넷 공간에서 데이터의 생산자가 

표현하는 정서는 단순해지고, 전달 내용은 왜곡될 수 있으며, 수용자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피상적으로 소통이 진행되는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나는 거  

담론과 자발적인 검열의 제약에서 벗어나 개인의 실존적 현실을 작업의 소재로 삼는 것

이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한 

믿음에 따라 일상의 미디어 경험을 작업의 소재로 선택하 고 그 결과 작품은 더 구체

적으로 시 를 반 하며 마치 풍경화처럼 지금의 문화를 재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작품의 견고한 창작 기제는 형식이 의미보다 강조될 수 있는 동시 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수의 타인을 인용하는 것은 줄거리를 분산하여 작품이 전달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 다. 파편적인 콜라주는 시선을 다양한 재료 이미

지와 그 사이의 균열로 향하게 하여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식별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듯 불분명해진 내용과 비되며 여러 번 반복되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조형

의 형식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적 배열이 의미를 앞선다고 하는 분산적인 디

지털 네트워크 문화의 상황과 유사하 다.  

비록 이 글의 연구는 작업 과정에서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

되었지만 나는 연구의 결과를 미술과 관련된 몇 가지 주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작가의 직관적인 판단은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감이나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업 

과정에서 내리는 개별 판단의 내용이 완전히 인지되지 않아도 조형적 결정에는 작가가 

경험하는 실존적 상황이 향을 미칠 수 있고 작품의 현상들은 긴 하게 연결되어 의미

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내 작품의 경우 직관적인 판단들은 내용, 형식, 제시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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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공통적으로 분산성을 가시화하며 시 와 문화를 재현하 다. 두 번째로 창작에

서 주체는 제거될 수 없다. 주체론에 한 통시적 연구는 주체가 극단적으로 해체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 작품 분석은 그것이 연동하는 자아의 주관적인 표현의 결

과물 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법과 매체는 재고안될 수 있다. 나는 이미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판단되는 과거의 조형 방식도 새로운 시 적 토양에서 다시 연구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콜라주를 비롯한 전통적 조형 방식은 가상성을 지지체로 하는 디지털 

매체와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형식과 기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나는 연구의 결과로 발생하 고 내가 앞으로 탐구하여 작업으

로 구체화하려는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나는 작품의 분산성이 발화가 용이한 지금의 

문화를 지시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문화에서 주체는 쉽게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

다. 내적 단일성과 관련된 사상적 제한과 이성적 논리에 근거한 자발적인 검열이 사라

지거나 약화되고, 타인의 재료를 쉽게 얻고 사용할 수 있으며, 표현의 방식과 구조가 분

절될 때 주체는 원하는 것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인식 체계나 논

리적인 사고가 더 강조되었던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하나 이상의 주제, 내용적 사족, 사

유의 오류,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 사적인 내용, 중복된 표현, 불명확한 표현, 특정한 주

장을 담고 있지 않은 표현, 소통을 전제하지 않은 표출과 같은 것들이 지금의 네트워크 

공간 안에서는 일상적으로 목격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주관과 상상의 표현이 강화될 

수 있는 문화적 토 를 가시화한다고 생각한다. 주체의 표현은 기호와 상징의 양 극 안

에서 자유롭게 발생하는데 나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

해 주체는 모호하지만 자유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표현하며 이해한다. 표현은 원래부터 

다수의 기의가 혼재되어 있어 상징적인 것이고,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 규

칙을 따르고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기호는 일차적 표현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이

차적인 행위인 것이다. 주체는 비록 다 알지 못하고, 완전히 소통할 수 없으며, 이데올

로기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끊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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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미술의 개념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논리와 항 논리에 따라 개인, 주관, 상상, 

해석이 의심 받거나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에서 후자들이 지속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주관과 관련된 미술을 ‘허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술에 한 개념적 태도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주관과 상상의 가치를 재고하

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분산성은 자유로운 상상과 

주관적 표현을 간과하지 않는 문화의 징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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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work visualizes the daily experience based on the Internet Media. It records the 

interaction with the data created by others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the 

world in online space is regarded as the movement of information. Media experience is 

characterized by quick empathy and oblivion, resulting in ambivalent feelings of guilt 

and freedom. The content of experience is visualized by a collage using downloaded 

images. My attitude toward the data reflected on the collage work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I entirely empathize with the data; I guess thoughts and emotions 

of data creators even though I cannot clearly understand them; and I reserve the 

acceptance of information and I can break away from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The work on Post Internet culture follows a certain process of visualization. First, 

visual creation is driven by texts from social media platforms. Next, I compile a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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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 of the images delivered at the same time of reading those texts. Lastly, the collage 

image is physically printed and displayed in real space.  

 These mechanisms create distracting elements eliciting disunity in my work. For 

example, the narratives of work refuse a simple succinct summarization because they 

each refer to contents from differing texts. In addition, the data collage is visually diffused 

with multiple frames inside the entire image frame, non-linear composition, and 

numerous obscure sections of accumulated images. Also, viewers appreciation of the 

artwork is hampered by changes in the medium employed, from paper to texts, to lights, 

and sounds. In short, my work representing the distracting Internet culture does not give 

a single organized and balance perspective from multiple elements but results in the 

dispersibility of work.  

This thesis includes the process of solving questions arising in relation to the 

dispersibility of the work. I study how disparate factors are connected in my work and 

what they reveal in terms of meaning. By my choice, dispersive things are collected and 

converged into the fragmentary expression of an artist. This writing reveals the generative 

process, backgrounds, and meanings of this dispersibility. Also, repeated creating 

mechanisms can be regarded as a voluntary restriction of artistic freedom. This writing 

studies the reasons and backgrounds of employing and following the concrete rules. In 

addition, I have found what cannot be explained with my artistic beliefs and theoretical 

knowledge that I have relied on. This have remained although I could not explain it. This 

thesis identifies it caused by my intuitive decis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artwork 

and my knowledge. Though this analysis, I reveal the meaning of the mechanism and 

dispersibility of my work.    

For this, I refer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art and digital media.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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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ed according to this theoretical framework, my work of quoting social media 

texts indicates not the Postmodernism plurality but global coexistence. In other words, 

giving the power to construct narratives to others does not suggest the failure of 

Modernism’s subject but rather reflect the Contemporary ego who is closely related 

with others from different temporalities. Additionally, the fragmentary collage is neither 

an imitation of a traditional physical collage nor of Postmodern deconstruction. It 

represents the nature of current culture with its specific ways of expression and full of 

references. Furthermore, the digital printing of the virtual images, arbitrary changing of 

papers, and the juxtaposition of different media in exhibition comes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way digital data exists. The physical aspects in exhibition sites are 

temporally materialized and reflects the circumstance with simultaneous stimulus of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e inquiry show that the subjective expression of the interconnected 

ego reflected the dispesibility of contemporaneity and display the fact that the way of 

fragmentary collage is recursively determined by my interest in Post internet culture. In 

addition, my consideration of the contemporaneity and current culture resulted in the 

form of segmental exhibition. The analysis of work leads to my opinion about the current 

times and art. First, the solid constructing mechanism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era, where rules and forms can be emphasized over content. Second, the 

fragmentary work presents the possibility of a current digital culture which is segmental, 

so flexible and containable of different things. In other words, the work shows the basis 

of an era in which imagination, subjectivity and expression can be freely expressed, going 

beyond the cognitive framework of a single logic. Arising from this fact, my artwork can 

be expanded from that of personal expression to encompass the subject of temp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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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mativeness of art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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