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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로절린드 크라우스가 문제시하는 상황으로서 포스트매체 ‘
조건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크라우스가 제시하는 ’
대안적 매체 개념을 분석한다 나아가 크라우스의 이러한 논의가 예술. 

작품의 토대로서 매체 개념을 재창안함으로써 예술의 존재론적 근거

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크라우스는 년대 후반에 포스트매체 조건을 주제로 연구와 비  1990

평을 시작하였다 그는 세기 중반 이후에 현대예술의 매체 조건이 . 20

다변화되는 상황을 포스트매체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여 ‘ ’ , 

대안적인 매체 개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매체 개념을 토대로 . 

동시대 예술을 비평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크라우스가 말하는 포스트매체 조건이란 예술 실천에서 전통적인   

미적 매체의 특권이 사라지고 다양한 매체가 예술 매체로 사용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본래 전통적으로 예술은 미적 매체를 통해 예술가의 .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매체를 기준으로 개별 분과를 규정하고, , 

구분하였다 그러나 세기 중반 이후 현대예술은 전통적인 미적 매. 20 , 

체에서 나아가 다양한 매체를 예술 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 

진 비디오와 같은 기술 매체가 예술 매체로 인정받는 한편 레디메이, , 

드 장소 신체 등 다양한 대상이 예술 매체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매, , . 

체가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매체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려는 탈매체, 

적 경향이 지배적이게 된다 개념미술은 특정적 매체에 기반한 장르 . 

구분에서 벗어나 예술 일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미디어 개념을 , ‘ ’ 
다루는 미디어 연구와 뉴미디어 아트가 발달하면서 특정적 매체를 기, 

반으로 하는 매체 개념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포스트매체의 상황에 대응하여 대안적인 매체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포스트매체의 탈매체적 흐름 속에서도 예술작. 

품의 매체를 향한 기억은 존재해왔으며 그러한 기억을 토대로 매체는 , 

재창안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크라우스는 쇠퇴한 것에서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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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발터 벤야민의 사유를 빌려 낡은 개념이 된 매, 

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매체를 재창안할 가능성을 찾아낸다 크라우. 

스는 이처럼 재창안된 매체를 통해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매체는 다시 

유효한 개념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크라우스는 매체를 기술적 지지체와 규칙의 결합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체를 물리적 성질로 규정하는 환원적인 매체 개념에서 벗어난다 크. 

라우스에 따르면 기술적 지지체는 여러 요소로 구성된 복합 구조이, 

며 이 지지체로부터 매체의 규칙이 도출된다 이때 규칙은 단지 현재, . 

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과거에 지녔던 규칙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도출된다 따라서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매체는 복합 구조의 지. 

지체에서 과거의 관습과 규칙을 상기하고 새롭게 사용함으로써 재창

안된다. 

이러한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은 변화한 매체 조건을 다루는 여러   

포스트매체 담론과 함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크라. 

우스의 논의가 예술의 존재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간과되고는 하였다 크라우스는 예술 매체와 기술 매체 사이의 구분이 . 

상실되면서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구분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항하고

자 자신의 포스트매체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 

범람하는 동시대의 상황에서 매체를 다루는 것으로서 예술만의 고유

한 가치를 확보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크라우스. , 

의 포스트매체 논의가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예술을 다른 사회적 문, 

화적 활동과 구분하고 예술의 자율적 영역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장한, 

다.

나아가 본고는 수없이 다양한 대상이 예술의 매체로 사용되는 오늘  , 

날의 상황에서 크라우스의 논의가 매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매체의 관점으로 동시대 예술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가 매체 논의를 복귀시키기 이전에 예술 비평의 영. 

역에서 매체는 죽은 단어나 다름없었고 주제나 내용의 측면으로 작품, 

에 접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라우스의 매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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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예술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비평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주요어 로절린드 크라우스 포스트매체 매체 특정성 매체의 재창안: , , , , 

기술적 지지체 규칙 예술의 자율성, , 

학번: 2015-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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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로절린드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 1941~)가 문제시하는 

상황으로서 포스트매체 조건‘ (post-medium condition) 의 의미를 규명하고 ’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크라우스가 제시하는 대안적 매체 개념을 분석하고

자 한다 나아가 크라우스의 이러한 논의가 예술작품의 토대로서 매체 개. 

념을 재창안함으로써 예술의 존재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

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예술은 매체를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러  , 

한 매체에 의해 자신을 규정해왔다 이를테면 회화는 이차원의 평면에 안. 

료로 형상을 그리는 예술로 조각은 대리석이나 청동 같은 재료를 통해 삼, 

차원의 형상을 만드는 예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예술의 매체는 . 

각 예술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미적 매체(aesthetic medium)로 여겨졌으며, 

각 예술은 자신의 매체에 따라 그 표현능력의 가능성과 한계가 설정되었

다 그에 따라 미적 매체는 곧 자신의 고유한 미적 성질로서 매체 특정성. 

(medium specificity)을 지니는 것으로서 특정적 매체(specific medium)로 

여겨졌다 이러한 매체를 기반으로 한 예술 분과의 구분은 근대적 체계로. 

서 예술을 지탱하는 개념적 토대였다‘ ’ . 

이러한 매체 특정성에 의한 미적 매체 구분은 세기 미국의 모더니즘   20

예술론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는 

예술의 본질을 매체에 대한 자기비판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예술의 자

율성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각 예술은 자신의 매체에 의해 유일한 것. , 

이 되며 그러한 매체에 대한 자기비판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고유한 가치, 

를 획득한다.1) 그러므로 예술의 존재론적 근거는 매체에 의해 확보된다 . 

이러한 모더니즘 예술론이 당시 예술 실천의 경향과 맞물려 지배적인 영

1) Clement Greenberg, “Towards a Newer Laocoon”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1,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1993), 23-38; “Modernist Painting”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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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행사하면서 예술과 매체의 불가분한 관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나 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매체가 예술 매체로 유입되면서 예술에  20

서 전통적인 미적 매체의 특권이 상실된다 팝아트 개념미술 등을 거치면. , 

서 일상의 레디메이드가 예술 오브제로 사용되었으며 사진 영화 비디오 , , , 

같은 기술 매체(technological medium)를 사용하는 예술작품이 하나의 장

르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예술의 매체가 변화하였다. 

는 것을 넘어서서 예술의 규정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매체 특정성을 토대, 

로 한 자율성 개념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모든 매체를 예술 매체로 사용할 . 

수 있게 되면서 매체의 특정적 속성과 예술을 동일시할 수 없게 된 것이, 

다.

이처럼 예술을 자명하게 규정할 수 없게 된 상황은 때때로 예술의 종  ‘ ’ ‘
말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포스트매체로 불리게 되었다 예술의 종말’ , ‘ ’ , ‘ ’ . ‘ ’
을 주장한 아서 단토(Arthur Danto)는 실제 상품 상자의 모습을 본뜬 앤

디 워홀(Andy Warhol)의 <브릴로 박스(Brillo Box)>(1964)를 기점으로 

예술에서 모더니즘의 진보적 내러티브는 종말하게 되며 예술은 역사로부, 

터 자유로운 다원주의적 시대에 진입한다고 말한다.2) 단토는 이제 무엇이 

든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예술을 비예술로부터 구별해주는 것은 작품의 외, 

관이 아니라 사유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예술은 조형이 아니라 철학의 문. 

제가 된다 여기서 단토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은 예술의 . ‘ ’ ,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미적 매체를 . 

다루는 데 치중하는 모더니즘 예술의 종말 뒤에 새롭게 열린 다원주의적 

예술의 시대를 긍정한다.

반면 크라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다 크라우스가 보기에 미  . 

적 매체 개념의 붕괴는 곧 그것이 지탱하고 있던 예술 정의와 자율성의 

붕괴이며 이는 예술의 위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매체가 예술 매체, . 
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몇몇 매체들의 특정적 속성이 예술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해주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믿을 수 없게 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예술의 종말은 자율적 범주로서 예술의 필수 요건인 매. 

2) Arthur Danto, After the End of A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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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특정성의 종말이며 예술이 예술에 고유한 것으로서 미적 매체를 벗어, 

남에 따라 비예술과의 구분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날 미술관에. 

서 예술작품으로 제시되는 비디오 영상 작품과 상업적 목적을 위해 만들

어진 비디오 영상이 구분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미디어에 의해 예술이 잠식되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발전한 대중문화와 미디어는 사회의 . 20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예술은 급격하게 팽창, 

하는 문화산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예술은 사회적. 

인 내용이나 메시지를 앞세움으로써 예술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기도 하

였다 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설치미술이 이에 해당한다. 1980 . 

그러한 예술은 매체를 다루는 것보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

면서 예술을 지속하고자 하였지만 크라우스는 그것이 예술의 영역을 확보, 

해주기보다 오히려 예술을 산업적인 것으로 변모시켰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크라우스는 이처럼 전통적인 미적 매체가 무화된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여 새로운 예술 매체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예술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 한다 그는 이러한 미적 매체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매체 조건이라 규. ‘ ’
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의 정의 및 고유한 가치와 관련된 예술 매체 , 

개념을 회복하고자 한다.3) 즉 예술 개념을 지탱하는 것으로서 매체 특정 

3) 크라우스는 년에 아일랜드 예술가 제임스 콜먼 1997 (James Coleman)의 작품을 다룬 
글 그리고 나서 돌아서 제임스 콜먼에 관한 에세이“... ?” ｢ (“...And Then Turn Away?” 
An Essay on James Coleman) 에서 처음으로 포스트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 , ｣
콜먼의 작품을 포스트매체 조건에 대항하여 매체를 재창안하는 것으로 읽어낸다 이. 
후 년에 발표한 북해에서의 항해 포스트매체 조건 시대의 예술1999 “ ” ｢ (“A Voyage 
on the North Sea” Art in the Age of the Post-Medium Condition) 과 매체의 재창｣ ｢
안(Reinventing the Medium) 에서 발터 벤야민의 사유를 경유해 본격적으로 포스트｣
매체 조건의 대안적 매체 개념을 제시한다 이후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 ｢
두 계기(Two Moments from the Post-Medium Condition)｣(2006)를 통해 자신의 주
장을 정교화하고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 에드 루셰이, (Ed Ruscha) 등의  
동시대 예술작품을 포스트매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비평을 지속한다 년에는 포. 2010
스트매체 논의에 관해 발표한 글들을 편집하여 묶은 선집 영구 재고 목록 (Perpetual 
Inventory) 을 출간하고 년에는 그간의 포스트매체 연구를 아우르는 단행본 언, 2011 
더 블루 컵(Under Blue Cup) 을 출간한다 본고는 이들 저작을 중심으로 크라우스의 . 
포스트매체 논의를 분석하는 한편 크라우스의 앞선 저작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
(Video: The Aesthetic of Narcissism)｣(1976)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 (Sculptu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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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반한 미적 매체 개념이 유효성을 상실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변화한 매체 상황에 대응하는 대안적 매체 개념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므로 크라우스는 대안적인 매체 개념을 통해 매체를 다루는 것으로  

서 예술의 전통을 되살리고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크라우스, . 

의 이러한 입장은 매체를 예술의 자율성의 근거로 본다는 점에서 그린버

그의 모더니즘 예술론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이 . 

단지 그린버그의 답습만은 아니다 크라우스는 매체를 물리적 형식에 한정. 

하지 않고 작품의 사회적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린버그의 , 

입장과는 차별화된다. 

크라우스의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적 매체란 무엇이고 그  , 

것이 어떻게 예술의 고유성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논의를 미적 매체 담론의 

전통에서 이해하지 않고 상이한 역사적 맥락과 목적을 가진 포스트매체 , 

담론들4)과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함에 따라 그 의미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

하였다 그중에서 사우케 반 데르 묄른. (Sjoukje van der Meulen)은 그린

버그 크라우스 매체 개념과 미디어 연구의 미디어 개념을 비교 연구하면, 

the Expanded Field)｣(1979)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것이다. 

4) 포스트매체 ‘ (post-medium/media) 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여러 담론에는 상이한 세 가’
지 맥락이 있다 우선 포스트매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펠릭스 가타리. ‘ ’ (Félix Gua
ttari)의 입장이 있다 가타리는 매스미디어 시대 이후의 의미로 포스트. ‘ ’ ‘ -미디어 시

대(post-media age)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각의 개인들 또는 집단들이 개별적으로 ’ , 
접속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매체 시대를 예견하였다, .(Gary Gensko, “The Promise of 
Post-media,” in Provocative Alloys: A Post-media Anthology (London: Post-Media L
ab & Mute Books, 2013) 참고 ) 두 번째 맥락은 전통적인 미적 매체가 퇴조하는 상 
황을 다룬 크라우스의 입장이다 세 번째 맥락은 뉴미디어 아트 진영의 입장이다 이. . 
들의 논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전의 뉴미디어 아트의 상황이 유효성

을 상실했다는 문제의식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 Peter Weibel, “The Post-media c
ondition”, 2012, http://www.metamute.org/editorial/lab/post-media-condition; Lev Mano
vich, “Post-media Aesthetics”, 2011, http://manovich.net/content/04-projects/032-post-m

이 있다edia-aesthetics/29_article_2001.pdf . 

이러한 포스트매체 담론의 지형에 관해서는      Andreas Broeckmann, “Postmedia Disc
ourses. A working paper,” 2013,  http://www.mikro.in-berlin.de/wiki/tiki-index.php?pa

임근준 문답 포스트ge=Postmedia+Discourses; , : ｢ -미디엄의 문제들 문학과 사회, 2｣  
권 호0 4 ( 년 월2007 11 ) 참고: 33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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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크라우스가 그린버그를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5) 그러나 논문의 주제가 예술이론의 매체 담론과 미디어 연구의 미 

디어 담론을 포괄하여 동시대 예술에 적합한 매체 개념을 제안하는 데 있

기 때문에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의 세부 개념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6) 한편 국내에서는 최종철이 주요 포스트매체 담론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와 이점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7) 이 글에서 최종철은 크라우 

스의 포스트매체 담론이 미디어아트 진영에서 주장하는 포스트매체 담론과

는 다른 역사적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고 지적하지만 그 차이점을 명확하, , 

게 규명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김지훈은 북해에서의 항해 를 중심으로 .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논의를 분석하면서 크라우스의 논의와 그린버그, 

벤야민의 이론과의 관계를 조명하지만 그 논의가 크라우스의 이후 저작을 , 

포괄하지 않는다.8)9)

5) Sjoukje van der Meulen, “The Problem of Media in Contemporary Art Theory 
(1960-1990),”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9. 

6) 그 외에 주목할 만한 해외연구는 다음과 같다 크라우스의 논의에 집중하여 크라우스 . 
가 참조하는 스탠리 카벨(Stanley Cavell)의 오토마티즘 개념과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
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 있다: Diarmuid Costello, “Automat, Automatic, Automatism: 
Rosalind Krauss and Stanley Cavell on Photography and the Photographically 
Dependent Arts,” Critical Inquiry 38 (Summer 2012), 819-854. 또한 크라우스의 논의 
를 기반으로 포스트매체 조건으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년대 예술을 재검토하고1960 , 
당시의 조각에서 나타났던 촉각성이 조각의 형식적 가치를 기각하고 있었다고 분석‘ ’
하는 연구도 있다: Alex Potts, “Tactility: The interrogation of medium in art in the 
1960s,” Art History 27, no.2 (April 2004) 반면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조, 282-304. 
건과 예술적 자율성 문제를 다루면서 크라우스를 반박하며 개념미술의 매체 특정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Cristian Nae, “Artistic Autonomy in the 
‘Post-Medium Condition’ of Art: Conceptual Artworks as Performative Interventions,” 
Meta III, no.2 (December 2011), 431-449. 

7) 최종철 후기 매체 시대의 비평적 담론들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 집  , , 41｢ ｣   ( 년 2014
월8 ): 181-209.

8) 김지훈 매체를 넘어선 매체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포스트 , : ‘｢ -매체 담론 미학 권 ’ , 82｣  
호1 ( 년 월2016 3 ): 73-115.

9) 그 외의 국내 연구로는 정연심 포스트 , ｢ -미디엄과 포스트프로덕션 포스트모더니즘 이: 
후 현대예술의 동시대성‘ (contemporaneity) 미술이론과 현장 제 호 ’ , 14｣   ( 년 2012 12
월) 안해숙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포스트, 188-215; , ‘｢ -미디엄 조건 연구 석사학위논’ , ｣
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최종철 로잘린드 크라우스 포스트 미디엄 이론의 , , 2014; , ｢
이중성에 관한 변증적 고찰 미학예술학연구 권 , 46｣   ( 년 월2016 2 ) 가 있다: 21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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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크라우스가 포스트매체 논의를 미적 매체의 계보에서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크라우스가 제안하는 대안적 예술 매체 개념을 , 

분석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크라우스의 매체 논의가 년대 후반. 1990

에 포스트매체 선언 이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크라우스가 언

급해온 대안적인 매체 정의들과 연관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크라. 

우스의 이러한 논의가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

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장에서는 크라우스  . Ⅰ

가 포스트매체 조건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매체 논의

를 제시하는 크라우스의 입장을 파악할 것이다 매체의 역사에서 미적 매. 

체와 기술 매체의 대립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담론

이 미적 매체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미적 . 

매체가 위기를 맞는 포스트매체 조건의 도래를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크라우스의 진단과 입장을 밝힐 것이다.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크라우스가 제시하는 매체   Ⅱ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년대부터 매체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 1960

는 상황에서 크라우스가 이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매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크라우스가 년대 후반에 포스트매체 . 1990

조건을 선언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합한 매체 개념으로 제시하는 대안적 

매체 개념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크라우스의 매체 논의가 . 

그의 학문적 궤적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크라우스의 대안적 매체 개념이 예술 자율성의   Ⅲ

상실이라는 포스트매체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크라우스의 대안적 매체 개념이 그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 

하고 나아가 사회비판적 예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마, . 
지막으로 동시대 예술 상황을 고려할 때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이 예술작

품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비평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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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개념의 역사와 포스트매체 조건의 도래. Ⅰ

이 장에서는 크라우스가 포스트매체 조건을 선언하고 대안적인 매체 개념

을 제시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먼저 미적 매체와 기술 매체가 . 

각각 다른 단어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담론에 의해 구분되어 논의된 과정, 

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예술 실천에서 매체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미적 . 

매체 담론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기술 매체 개념이 예술 실천에도 영향, 
을 미치면서 두 매체 담론 사이의 평행선이 깨져버린 상황을 확인할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포스트매체 조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 ‘ ’
크라우스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미적 매체와 기술 매체의 평행관계1.  

오늘날 매체(medium/media)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닌 다의적이

고 복합적인 단어이다 한편으로 매체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매. , , 

스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 회화 조각 영화와 같이 , , , 

예술의 재료와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주술적 의미의 영매를 뜻하. 

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매체. “ (medium)와 미디

어(media)는 가짜동족어‘ (faux amie)’[서로 다른 언어에서 형태가 유사하
지만 뜻은 전혀 다른 단어의 쌍, ]와 같다”10)고 말하며 두 단어의 의미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회화나 조각과 같은 예술작품의 재료를 . 

가리키는 단어 매체와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기술 매체를 가리키는 ‘ ’
단어 미디어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11) 

10) 예를 들어 “ , [영어에서 이 기만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deception’ ] 프랑스어에서  
은 속임수나 기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실망의 의미와 관련‘déception’ , ‘ ’

이 있다.” Rosalind E. Krauss, Under Blue Cup (Cambridge: The MIT Press, 2011), 
33. (대괄호는 필자의 첨언 이후 등장하는 대괄호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모두 . 
필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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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스는 왜 두 단어를 구분하고 자신의 매체 담론에서 미디어에 관  

한 논의를 배제하고자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매? 

체 개념이 발전되어 온 양상과 서로 다른 매체 개념을 다루는 매체 담론

들의 지형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째서 . 

크라우스가 매체와 미디어가 다름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는가를 ‘ ’ ‘ ’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의 토대가 되는 미적 매  

체 개념의 형성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미적 매체와는 다른 계보에. 

서 미디어 연구가 다루는 기술 매체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다 그러. 

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크라우스가 자신의 논의에서 기술 매체 개념을 

배제하려고 하는 까닭을 밝힐 것이다.  

  (1) 예술 매체와 미적 매체

크라우스는 언더 블루 컵 (Under Blue Cup)(2011)의 도입에서 예술이‘ ’
라는 개념이 복수의 예술 장르들에 의해 유지되는 복수적 단수임을 설명

하는 장뤽 낭시(Jean-Luc Nancy)의 논의12)를 언급하며 자신의 논의가 

미적 매체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한다‘ ’ .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적 매체 개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미적  . 

매체 개념은 장뤽 낭시가 단수적 복수로 여긴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낭. 

11) 이러한 맥락에서 크라우스는 의 복수형으로 를 사용한다 즉 미적  ‘medium’ ‘mediums’ . 
매체와 예술 매체는 으로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로 표현‘medium’ , ‘media’
하면서 이를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미적 매체와 기술 매체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 
으로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을 매체로, . ‘medium’ ‘ ’ , 

를 미디어로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영문을 병기한다 해당 용어 구분에 관한 ‘media’ ‘ ’ , . 
크라우스의 설명은 Rosalind E. Krauss, “A Voyage on the North Sea” Art in the Age 
of the Post-Medium Condition (New York: Themes &Hudson, 2000), 57 n. 4; 
Krauss, Under Blue Cup 참고, 33 .

12) Jean-Luc Nancy, The Muses, trans. Peggy Kamuf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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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수 명사 예술‘ (Art) 의 힘을 각각 다른 뮤즈’ (muse)의 이름을 지니

고 있는 복수의 미적 지지체들로 분산하고자 하였다.13) 

여기서 미적 매체란 예술 장르의 수단이나 재료로서 각 장르의 정의와 긴

밀하게 연관되는 매체를 가리킨다 즉 예술 매체가 예술작품의 재료로서 . 

매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미적 매체는 그중에서도 그 재료가 예술의 , 

양식과 성질을 규정하는 매체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회화라는 예술 장르의 . 

예술 매체는 캔버스 등의 평면과 물감이다 이때 평면과 물감의 사용이 회. 

화라는 예술 장르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면서 회화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는 미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적 매체는 곧 예술. 

의 매체로서 예술 장르의 정의와 일치한다.14) 크라우스는 이처럼 예술이 ‘ ’
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회화 조각 등의 장르를 규정해주는 미적 매체, 

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예술작품의 재료를 가리키는 매체 개념은 매체 개념의 물질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 지각론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체를 감각 대상과 인지기관 사이에 있. 

는 일종의 투명한 물질로 규정하였다.15) 그에 따르면 매체는 감각대상들  
사이에 있는 매개체‘ (μεσδτητος) 로서’ ,16) 인간이 자신과 다른 성질을 지 

닌 외부에 있는 감각대상을 지각할 수 있게 하는 중간요소이다, .17) 그러므 

13) Krauss, Under Blue Cup 강조는 인용자, 2. .

14) 그러므로 예술 매체가 예술작품의 재료로서 매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미적 매체 , 
는 그중에서도 그 재료가 예술의 양식과 성질을 규정하는 매체를 가리킨다 기술 매. 
체도 예술 매체가 될 수도 있지만(예컨대 미디어 아트) 미적 매체는 그 자체로 예술 , 
규정이 되는 매체를 의미한다.  

15)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유원기 역  , ,   (궁리, 2001), 187.  

16) Ibid.  

17)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신과 다른 성질을 지닌 외부에 있는 감각대상을 지각할  , 
수 있게 하는 중간요소를 감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색은 공기와 같이 투명한 물. 
질을 움직이게 하며 그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눈, (감각기관)을 움직이게 한다 눈이 색. 
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물질이 중간자(매체)로서 감각이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도 감각기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감각을 유발하지 않으며 색, 
냄새 소리 같은 대상에 의해 중간 매체가 움직이며 중간 매체에 의해 각각의 감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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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때 매체란 물질이고 이것을 통해 감각적 직관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 

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매체 개념을 이어받아 매체를 공기 물 빛 . , , 

같은 투명한 자연적 요소와 결부시키는 것은 고대 감각론과 자연철학뿐만 

아니라 초기 자연과학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매체 개념은 수세기 동안 이어지면서 세기까지 매체란 물질이18 ‘ ’
고 이것을 통해 감각적 직관이 일어난다고 본 감각 지각적‘ (aisthetisch)’, 
즉 인지론적인(wahrnehmungstheoretisch) 매체 개념이 우세하였다 .18)

이러한 감각 지각적 매체 개념을 통해 예술작품의 재료가 매체로 이해  

되었다 대표적으로 실러. (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는 

년의 미학 강의에서 매체의 본성 재료의 본성은 완전하게 극복되어1792 “ , 

야 한다 예컨대 조각에서는 대리석이 연극배우에게서는 자기의 본성적 . , 

성격이 극복되어야 한다.”19)라고 말하며 예술작품의 재료를 예술의 매체, 

로 이해한다 이때 실러는 재료로서 매체가 예술작품의 성질을 좌우한다고 . 

말하며 그 성질을 극복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 . 

럼 감각 지각적 매체 개념으로부터 생겨난 예술작품의 물질적인 재료를 

매체로 이해하는 것이 예술 매체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감각 지각적 매체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미적 매체 개념이 등장  

한다 단지 예술작품의 재료를 매체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에 독. 

점적인 매체를 미적 매체로 규정하고 그러한 매체를 토대로 예술 장르의 

정의와 표현양식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것이다 회화 조각과 같이 예술에 . , 

독점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예술의 정의와 특징을 다루는 것이다. 

선구적으로 미적 매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이는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이다 레싱은 라오콘 미술과 문학의 경계에 관하여. : ｢

관이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론에서 매체는 중간. 
에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매개하는 것이다. Ibid 쪽 참고., 164-165 . 

18) 메르쉬 매체이론 , , 15. 
19) Friedrich Schiller, Sämtliche Werke Bd. V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2004) 해당 글은 실러의 년 겨울에 예나대학 강의에서 , 1037. 1792-93
가 적은 노트 미학 강의 노트Christian Friedrich Michaelis . ｢ (Aus einer Nachschrift 

der ästhetischen Vorlesung) 로 실러 전집에 수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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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koön oder Über die Grenzen der Malerei und Poesie)｣(1766)에서 

각각의 매체를 바탕으로 문학과 미술의 특성을 규정한다 레싱에 따르면. , 

언어를 매체로 이용하는 문학은 시간의 경과를 연속적 행위나 사건으로 

표현하는 시간적 장르이고 회화나 조각 같은 조형예술은 변화하는 시간을 , 

묘사할 수 없으며 한 순간의 계기만을 표현하는 정태적 장르이다. 

미술은 물질적 한계로 인해 한순간을 묘사할 수밖에 없다. [...] 미술가는  

항상 변하는 자연으로부터 한순간만을 사용하고 특히 화가는 그 한순간을 , 

오직 한 관점에서 사용한다.20) 

어떤 것도 시인에게 묘사를 단 한순간에 집중시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시인은 원한다면 모든 사건을 발단에서 시작하여 모든 가능한 변화를 거

쳐 종결로 이끌어간다 이 변화들 하나하나가 미술가에게는 완전한 별도의 . 

작품이 되겠지만 시인에게는 단 하나의 서술로 충분하다, .21) 

이처럼 레싱은 조형예술은 물감 대리석 등 재료의 물질적 한계로 인해 정, 
적인 한 장면을 묘사하는 예술인 반면 언어에 기반한 시문학은 한 순간이 , 

아니라 사건의 발단과 종결에 이르는 모든 변화를 묘사하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레싱에게서 각 예술 장르의 표현적 가능성은 그 장르의 . 

매체적 조건으로부터 결정된다. <라오콘> 조각상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기 

보다는 억눌린 탄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한 순간만을 묘사할 수 있

는 조각의 매체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다.22) 이처럼 레싱은 예술작품의  

매체적 조건 즉 미적 형식이 그 의미의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 

20)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 라오콘 미술과 문학의 경계에 관하여 윤도중 역  , : ,   (나남, 
2008), 42-43.  

21) Ibid., 48. 

22) 미술가는 항상 변하는 자연으로부터 한순간만을 사용한다 “ .[...] 그러나 일단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단순히 한 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고 오랫동안 반복적, 
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라오콘이 한숨을 쉬면 상상력은 그가 비명을 지 
르는 것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비명을 지르면 상상력은 . [...] 그가  
겨우 신음하는 것으로 듣거나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Ibid.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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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냄으로써 모방으로서 예술과 원본으로서 자연 사이의 일치를 비교하는 

규범적 모방미학에서 벗어나 매체와 매체의 표현가능성 사이의 비교로서 

매체미학을 개시한다.23) 즉 레싱에서부터 예술의 문제는 미적 매체의 특정 

성을 토대로 예술의 형식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미적 매체 담론은 세기에 그린버그에 의해 다시 한 번 도약한  20

다 제목에서부터 레싱의 라오콘 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글 더 새로운 .   ｢
라오콘을 향하여(Towards a Newer Laocoon)｣(1940)에서 그린버그는 매

체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아방가르드‘ ’24) 예술은 개 

별 매체의 고유한 감각에 천착함으로써 순수성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 ’
다.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음악으로부터 그러한 통찰을 얻어내어   ‘ ’ 
순수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가장 추상‘ ’ . , 

적인 순수한 형식의 예술은 음악인데 왜냐하면 음악은 감각 이외의 다, ‘ ’ , “
른 어떤 것도 전달할 수 없고 또 이 감각은 그것이 의식으로 들어갈 때 , 

경유하는 감각기관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감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25) 그린버그는 다른 장르의 예술도 이러한 음악의 경우를 참조하여 각 

자 자신의 매체가 지닌 감각을 전달하는 순수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

다. 

[회화와 시 같은] 비음악적인 예술들은 오로지 음악의 사례를 수용해 각각 

의 예술들을 그것의 효과를 감지하는 감각기관 혹은 감각 능력에 의해서만 

정의하고 그 이외의 다른 감각기관 혹은 감각능력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 

은 어떤 것이든 각 예술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만 자신들이 원하는 다시 말—
해 그것들이 아방가르드인 한 원하는 순수성과 자기충족성을 획득한다‘ ’ . — 
따라서 강조점은 물리적인 것 감각적인 것 위에 놓이게 되었다, .26) 

23) 문광훈 라오콘의 절규와 호머의 방패 카프카 연구 제 집 , , 10｢ ｣   ( 년 월2002 12 ): 26.

24) 그린버그가 말하는 아방가르드는 추상과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럽의 역사적  
아방가르드와는 차이가 있다. 

25) Greenberg, “Towards a Newer Laocoon”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1,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199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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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린버그는 예술의 매체를 그 매체의 물리적 성질로서 감각으로 

규정하고 각 예술은 그러한 감각을 전달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순수해질 ,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 

예술의 순수성은 그 특정 예술의 매체가 지닌 한계를 기꺼이 수용하는 데 

있다. [...] 예술들은 각자의 매체 (mediums)로 돌아가도록 몰렸고 그 매체 

속에서 예술들은 고립된 채 집중되고 규정되었다 각각의 예술이 유일하고 . 

엄밀하게 그 자체인 것은 바로 각각의 매체 덕분이다.27) 

즉 그린버그에 따르면 각 예술 장르는 자신의 매체적 성질에 의해 유일하, 

게 그 자체가 되며 그 사실을 수용하고 자신만의 매체적 효과에 집중함으, 

로써 순수해질 수 있다. 
그중에서도 그린버그는 회화의 매체성을 설명함으로써 추상회화의 우월  

성을 뒷받침한다 그는 아방가르드 회화의 역사는 그 매체의 저항에 점진. “
적으로 굴복해간 역사이다 매체의 저항은 주로 평평한 그림면이 사실적인 . 

원근법적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위에 구멍을 파내려는 노력을 거부‘ ’ 
하는 데 있다.”28)라고 말하며 원근법적 재현을 통해 환영을 만드는 것에, 

서 벗어나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추상 회화로의 이행을 

긍정한다. 

회화의 매체성에 관한 그린버그의 입장은 모더니즘 회화  ｢ (Modernist 

Painting)｣(1960)에서 더욱 공고하게 나타난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모더. , 

니즘 예술은 한 분과가 그 분과의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 그 분과 자체를 “
비판하는 것”29)을 본질로 삼는다 따라서 각 예술은 자신의 매체의 고유. 

한 방법을 드러내고 매체는 다른 예술로부터 빌려온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 

26) Ibid., 31-32.

27) Ibid., 32.

28) Ibid., 34.

29) Clement Greenberg, “Modernist Painting”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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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매체는 물리적 속성이며 각 예술의 고유한 . , 

성격은 그 예술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규정된다 이를테면 회화는 평평한 . “
표면 지지체의 모양 안료의 속성, , ”30)에 의해 범주가 규정된다 그러므로 . 

회화의 본질은 물리적 본성으로서 평면성에 입각하여 그림의 환영을 제거

하는 것이다. 

모더니즘 아래 회화예술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정의내리는 과정 속에서 가

장 근본적이었던 것은 그림 표면의 불가피한 평면성에 대한 강조였다 평. 

면성 하나만이 회화예술에서 독특하며 배타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 

평면성 즉 이차원성은 회화예술이 다른 어떤 예술과도 공유하지 않는 유, 

일한 조건이었으므로 모더니즘 회화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적응하지 않는 , 

한편 평면성에 적응해갔다.31) 

즉 그린버그는 회화의 매체 특정성을 평면성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성질에 , 

대한 자기반성적인 탐구에 몰두할 것을 주장한다 그에 따라 모더니즘 회. 

화는 그림의 환영을 제거하고 캔버스 자체의 평면에 천착함으로써 자기비

판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린버그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린버그에 따르면 . 

매체 특정성은 매체의 물리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며 결국 매체의 고유, 

성이 물리적 성질로 환원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린버그는 회화의 역사를 낭만주의 이후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점차 추상화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계보. 

의 절정에 당시의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올려놓는다 잭슨 폴록‘ ’ . (Jackson 

Pollock)의 대형 올오버(all-over) 회화는 대상을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그 

린버그의 이론의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 이후 캔버스의 표면에 물감을 넓. 

게 펴 바르는 색면 회화의 등장은 그 자체로 그린버그의 이론을 충실히 ‘ ’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린버그의 환원적인 매체 담론은 당대 회. 

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현장과 이론 모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30) Ibid., 86.

31) Ibid.,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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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레싱에서부터 그린버그를 거쳐 미적 매체 담론은 회화 조각 건  , , 

축 등 각 장르로 구분되는 매체 개념을 전제하고 각 개별 매체에 고유한 , 

미적 성질로서 매체 특정성을 다루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미적 . 

매체는 곧 특정적 매체이며 각 매체의 특정성이 곧 그 매체의 본질과 관, 

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이론에서 미적 매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대상으로서 . 

그 자신의 고유한 역사와 규범을 갖는다 그 역사 속에서 각 예술 매체의 . 

표현과 양식은 자신의 특정성의 지배를 받는다. 

 기술 매체와 미디어 담론의 등장 (2) 

한편 미디어라는 단어는 세기에 등장한다 미디어는 매체 개념에 들‘ ’ 20 . ‘ ’
어있던 또 하나의 의미로서 기술과 연관을 갖고 있다.32) 기술과 결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매체로 보는 기술 매체 개념은 세기 들어서 테크놀로19 ‘
지적으로 기능이 전환된 언어가 매체 개념의 전형이 되면서 등장한다’ .33) 

나아가 세기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의사소통 매20

체들이 다량으로 등장하여 기술 매체 개념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전화. ,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체가 등장하고 보편화되면서 기술 매체 개념이 , 

매체 개념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기술 매체를 가리키  

는 용어로 미디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즉 매체‘ ’ . ‘ (medium) 의 복’
수형으로서 미디어‘ (media) 가 단수형으로 사용되면서 대중문화와 관련된 ’
기술 매체들을 가리키기 시작한다.34) 그리고 이러한 집합적 단수명사 미 ‘

32) 메르쉬에 따르면 매체 개념에는 처음부터의 이중의 의미로서 예술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미적 매체 개념으로 이어지는 예술적 의미에 비해 매체의 기술. 
적 의미는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가 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 19
점차 지배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메르쉬 매체이론. , , 24-25.  

33) Ibid., 15.

34) 세기부터 미디어가 독자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 20 ‘ ’
한 바 있다 그중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세기 중반에 신문과 방송이 중요한 의사소. 20
통 수단이 되면서 미디어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 . 

년대부터 미디어는 그것의 급속한 대중화와 함께 자주 단수로 사용되었다“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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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주제로 삼는 미디어 연구가 등장하게 된다 미디어 연구는 년’ . 1960

대에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으로 대표되는 캐나다 학파를 ‘ ’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년대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프리드리히 키틀, 1990

러(Friedrich A. Kittler) 빌렘 플루서, (Vilém Flusser) 등의 매체철학이 활 

발하게 연구된다. 

이들 미디어 연구는 매체 대신에 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 ’ ‘ ’
드러나듯이 개별 매체의 특정성에는 관심이 없다 이때 미디어는 의사소. ‘ ’
통의 수단으로서 내용을 전달하는 광범위한 기술의 총체다 이것은 하나, . 

의 완결된 독립적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체계와 같다 예컨대 미디어 연구. 

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하나의 독립적 대상으로서 고유한 성질이나 형식, 

관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체계로 본다 그에 따라 미디어 연구는 대중매체로서 매체의 사회적 효과 . 

등 매체 일반이 형성하는 환경을 연구한다. 

미디어 연구의 대표적 이론가인 매클루언은 미디어의 환경이 인간의 감  

각 지각과 인식의 심리적 구조에 끼치는 영향 나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 

영향을 연구한다.35) 즉 매클루언은 미디어를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 이해 

하고 그 환경으로서 미디어가 인간과 사회와 작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 

춘다 그러므로 매클루언의 입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어떤 미디어가 발. , 

명되고 보편화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조건 지어진다 매클루언의 . 
구텐베르크 은하(The Gutenberg Galaxy)(1962)는 그 제목에서부터 이러

한 전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은하 라는 말 대신 환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 ’ . 

어떤 기술이건 기술은 새로운 인간 환경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문자. 

와 파피루스는 우리가 고대 세계의 제국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러한 사

회 환경을 만들었다 등자와 바퀴는 엄청난 범위의 독특한 환경을 만들었. 

다 기술적 환경은 단순한 수동적인 용기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을 재형성.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203-204) 

35) 메르쉬 매체이론 ,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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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기계적인 바퀴의 기술. 

로부터 전기적 회로 기술로의 갑작스런 전환은 전 역사에 있어서 발생했

던 가장 주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활자 인쇄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 

로운 환경을 만들었다 즉 그것은 공중. ‘ (public) 을 낳았다’ . [그에 비해] 

필사 기술은 국가적 규모의 공중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확장하는 힘이나 , 

강도를 지니지 못했었다.36) 

매클루언에 따르면 문자와 파피루스 가 고대 제국의 환경을 결정했고, “ ” , 

활자 인쇄 의 발달이 공중 을 형성하였다 즉 미디어에 의해 환경이 결“ ” “ ” . 

정되며 매클루언은 그러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환경을 문제시한다, ‘ ’ .

이후 매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   (Understanding Media)(1964)에서 더

욱 본격적으로 미디어에 의해 변화하는 포괄적인 사회 환경을 분석한다. 

매클루언은 각각의 문화와 시대에는 그에 속한 모든 인간과 사물에게 적“
용되는 일종의 지배적 지각 모델이나 인식 모델이 있다, ”37)는 전제하에, 

그러한 지각 모델과 인식 모델을 결정하는 미디어를 분석한다 매클루언에 . 

따르면 미디어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인간의 감각 비율이나 지각 패턴을 , “
서서히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변화시킨다.”38)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전체 조직이다 라디오의 영향은 시각적인 것이고 . 

사진의 영향은 청각적인 것이다 새로운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모든 감각. 

의 배분 비율은 바뀌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개인 . 

정신적 사회적 관점에 나타나는 감각 비율상의 이러한 변화들을 통제하는 , 

수단이나 그런 변화들 모두를 회피하는 방법이다.39)  

이처럼 매클루언은 매체의 내용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며 매체의 전, 

36) 마셜 매클루언 구텐베르크 은하계 ,  -활자인간의 탄생 임상원 역 ,  (커뮤니케이션북
스, 2001), 8. 

37)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김성기 이한우 역 , ,  (민음사, 2002), 
33.

38) Ibid., 51.

39) Ibid.,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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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구조가 통제하는 감각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개별 매체의 고유한 . 

양식이나 특징이 아니라 매체의 전체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감각 

비율과 지각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클루언은 하나의 매체의 내용이 언제나 다른 매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테제를 제시한다 이를테면 필‘ ’ . 

름과 라디오가 텔레비전의 내용을 구성하고 레코드와 테이프가 라디오의 , 

내용을 무성영화와 테이프가 영화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 

매체의 효과가 강력하고 강렬한 것은 그것이 다른 매체를 내용 으로 제공‘ ’
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내용은 소설이나 연극 오페라이다 영화 형식의 효. , . 

과는 그것의 프로그램 내용과 연관되지 않는다 글쓰기나 인쇄의 내용 은 . ‘ ’
말하기다.40) 

이러한 매클루언의 입장에 따르면 미래의 매체는 항상 과거의 매체에서 , 

발전되고 갱신된 것이며 매체 사이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감, 

각의 비율일 뿐이다. 

캐나다학파에 이어서 세대 미디어 연구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 ’ 2

키틀러 또한 이러한 관점을 공유한다 키틀러는 매체의 발전 과정이 연속. 

적이라고 보면서 세기 유럽에서 책의 경험을 예로 든다 키틀러는 세19 . 19

기 인쇄기술의 발달로 책이 번성하면서 독자들이 책을 통해 내면에서 이, 
미지를 보는 일종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로 이미지를 제공, 

하는 새로운 매체 즉 영화의 도래를 촉진했다고 본다, . 

옛 책의 필자는 내면의 목소리가 되고 권두삽화는 내면의 이미지가 되며, , 

등장인물 목록은 장면이 되고 그럼으로써 연대기 라는 차가운 미디어는 , ‘ ’
시청각의 시간적 흐름으로 변모한다 말하자면 유성영화라는 말도 생기기 . ‘ ’
전에 유성영화가 만들어진 셈이다.41) 

40) Ibid., 50. 

41)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윤원화 역 , 1800·1900 , ,   (문학동네, 201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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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책이라는 대중화된 매체가 그 스스로는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 

는 새로운 욕구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열망하게 한다 그. 

러므로 키틀러에 따르면 현재의 매체는 미래의 매체를 예견하고 촉진한다, . 

키틀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디지털 혁명 이후에 모든 정보가 디지털 숫  

자로 환원됨을 근거로 매체 간의 구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

채널과 정보의 전반적인 디지털화는 개별 미디어 사이의 차이들을 지운다. 

소리와 이미지 음성과 텍스트는 소비자들에게 인터페이스라고 알려진 표면 , 

효과들로 환원된다. [...] 광섬유 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데이터  

흐름들을 표준화된 디지털 수의 연쇄로 바꾼 뒤로 모든 매체는 다른 매체, 

로 번역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숫자로 이동한다 변조 변형 동기화 연기. . , , ; , 

저장 전치 혼합화 스캐닝 맵핑 디지털 기반의 총체적인 미디어 링크는 , ; , , ―
매체라는 개념 자체를 지울 것이다 인간과 기술을 연결하는 대신에 절대. , 

적인 지식이 끝없는 순환을 달릴 것이다.42) 

키틀러는 디지털화된 매체들은 이진법 체계에 의해 데이터를 자유롭게 상

호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 소리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 , ,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가 이진법의 숫자로 여러 매체 사이를 이동한다. 

키틀러는 이러한 미디어 링크의 상황으로 인해 이제 매체 간의 구분과 ‘ ’ , 

분리는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필름 영화만의 독특한 색감. , 

바이닐 레코드만의 독특한 음질 같은 것이 디지털 매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질적으로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매체를 옮겨 다닐 뿐이다 그러므, . 

로 미디어 연구는 매체 간의 분리를 해체하면서 각 매체의 고유한 특정성

에 관한 논의를 약화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기에는 예술이론과 미디어 연구가 각각 다  20

른 매체 개념을 중심으로 매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 분과는 각각 . 

42) Friedrich A. Kittler, Gramophone, Film, Typewriter, trans. Geoffrey Winthrop-Young 
and Michael Wutz (Stan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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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의 매체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미디어에 집중하면서 매체라는 이

름으로 서로 다른 논의를 전개하였다 예술이론은 미적 매체의 본질적인 . 

것으로서 매체 특정성을 탐구하였으나 미디어 연구는 기술 매체를 중심으

로 매체 일반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다루어 왔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매체. ‘ ’
와 미디어는 서로 논의의 대상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단어‘ ’
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두 단어의 영역은 분리되어 논의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기 중반까지 예술이론과 미디어 연구는 각. 20

자의 영역에서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며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43) 

그러나 이후 그러한 두 구분이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크라우스, 

는 두 단어의 구분을 강조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두 구분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은 예술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년대  . 1960

부터 예술 실천에 다양한 매체가 새롭게 유입되면서 그린버그의 환원적인 

매체 개념이 쇠퇴하게 되고 미적 매체와 기술 매체 담론 사이의 평행 관

계는 깨지게 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예술 실천에서 매체 조건이 변화하. 

면서 예술 영역에서 미적 매체 담론이 쇠퇴하고 탈매체적 경향이 대두하

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3) 이러한 경향은 예술이론의 다른 연구자들도 언급한 바 있다 데이비드 조슬릿 . (David 
Joselit)은 순수예술과 전형적으로 관련되는 매체“ (medium) 그리고 텔레비전 영화 , , 
같은 상업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흔히 관련되는 미디어 사이의 (동일하지 않은) 평행  
관계”(David Joselit, Feedback: Television against Democracy (Cambridge: The MIT 
Press, 2007), 34)가 있다고 말하며 기술적 미디어와 미적 매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 
고 두 영역을 구분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또한 패멀라 리. (Pamela Lee)는 매체뉴미“ /
디어라는 짝은 어원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미술사적으로는 [연관성이] 미약하 
다.”(Pamela Lee, Chronophobia, On Time in the Art of the 1960s (Cambridge: The 
MIT Press, 2006), 69)라고 말하면서 미술사에서 매체라는 용어가 , (미디어와 같은) 
의사소통적 의미를 잃고 극히 물질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리는 그에 따라 . 
그동안 미술사가 매체의 시간적 성질을 간과하고 매체를 공간적인 것으로만 여겨왔다

고 지적한다 반 데르 묄렌은 세기 예술이론의 매체 개념을 연구한 논문에서 예술. 20
이론의 매체 개념과 그것에서 쪼개져나간 미디어 개념이 서로 대립하며 발전해나간 

양상을 분석한다 묄렌은 두 개념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나갔음에. 
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불가분한 연결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Sjoukje van der 
Meulen, “The Problem of Media in Contemporary Art Theory 1960-1990”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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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매체의 퇴조와 포스트매체 조건2. 

앞서 확인한 것처럼 예술 영역에서는 매체 특정성을 추구하는 그린버그의 

이론이 담론과 실천 모두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주의. 

적 예술론에 반발하는 예술작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그린버그의 이론은 점

차 낡은 것이 되어갔고 그와 더불어 작품이 매체를 다루거나 비평이 작품, 

의 매체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점이 되었다 그 결과 예술에서 . 

매체 개념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한 논제가 되지 못하였고 특정적 매체 개

념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작품들이 점차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크. 

라우스는 이처럼 동시대 예술에서 매체가 도외시되는 상황을 포스트매체 ‘
조건으로 규정한다’ . 

이 장에서는 먼저 예술 영역에서 미적 매체가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과  

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크라우스의 규정과 대응으로서 , 

포스트매체 조건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예술 매체의 다변화와 미적 매체의 퇴조  (1) 

예술 영역에서 매체의 변화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주류 예술계. 

에서 예술작품이 전통적인 매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류 , 

예술계와는 독립적으로 뉴미디어 아트가 발전하는 것이다. 

주류 예술계에서 추상회화와 함께 담론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린버그  

의 형식주의 이론은 년대부터 전통적인 매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작품1960

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논의로 여겨지게 된

다.44) 그전까지 작품을 회화 또는 조각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 

44) 크라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그린버그도 인지하고 자신의 매체론을 수정하였다고 말한 
다 크라우스는 이 시점. “ [ 년대60 ]에서 공식적인 환원주의적 모더니즘 자체의 역사에 , 
약간의 우회로를 만들고 특수한 대상‘ (specific object) 에 대한 저드’ (Donald Judd)의 
논리에 의해 쓰여진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라와 마찬가지로 폴. 
록에 대한 그린버그의 견해는 그린버그 또한 결국에는 매체에 대한 유물론적인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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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예술작품은 더 이상 전통적 매체에 귀속되지 않는다 회화나 조. 

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매체들을 사용하는 작품 물질적 형태를 배제하는 , 

작품이 등장한 것이다 모더니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보다 정확히 . , “
말하면 그 이론이 배제하고자 했던, ”45) 종류의 예술작품들이 다시 출현하 

고 번성함에 따라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이론은 낡은 논의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경향이 가시화된 것은 년대 후반이지만 모더니즘적 매체 개1960 , 

념을 균열시키는 움직임은 년대부터 나타났다 년대 후반에 재스1950 . 1950

퍼 존스(Jasper Johns)는 <깃발(Flag)>(1954) 등의 작품에서 납화법을 사 

용하여 일상의 이차원 이미지를 회화로 제작하면서 회화의 순수성과 평면

성에서 벗어나고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는 <모노그램

(Monogram)>(1959) 등의 작품에서 회화 위에 다양한 사물을 꼴라주하면 

서 평면성에서 벗어나고 순수 추상 회화에 저항한다.  

하게 환원적인 관념을 포기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린버그가 모더니즘의 논리를 스스. 
로 말한 대로 단지 ‘ [회화의 구성적 관습들 또는 규범들로서 평면성과 평면성의 한계 

설정이라는] 두 가지를 따르는 것이면 그림으로 경험될 수 있는 사물을 창조하는 데  
충분하다라는 그 지점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는 그 사물을 자신이 처음’ , 
에는 순수시각성‘ (opticality) 이라 불렀고 이후에는 색면이라 명명한 것의 유동체 속’ ‘ ’
에 용해시켰다.”(Kruass, Voyage on the North Sea 대괄호는 원저자, 27-30. )라고 말

하며 그린버그가 평면성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순수시각성으로 논의를 전환했다고 ‘ ’
말한다 크라우스는 그린버그의 이러한 전환이 모더니즘의 환원적 논리에 대한 훼손. “ ”
으로서 모더니즘의 환원적 매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

한다 또한 크라우스는 이러한 그린버그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린버그의 매체 개념을 . , 
단지 환원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오해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즉 매체를 물리‘ ’ . 
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린버그의 정의가 예술계에 널리 통용되면서 (이후에 그것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버그의 그러한 입장이 그린버그로서 지속되었다는 것 ‘ ’
이다.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참고, 6, 57 note 3 . 

45) 조주연 현대미술의 전개 , ｢ - 년 이후의 경향 미학대계 제 권 현대의 예술과 미1945 , 3｣ 
학(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 25. 
경향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 이를테면 피카소의 아상블라주 뒤샹 다다. , , 
이즘과 같이 순수미술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들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 
더니즘의 순수성을 벗어나는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존재했으며 이후 팝아트 개념미, , 
술 등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 그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러므로 년대부터 등장한 . 1960
새로운 형식의 예술들은 그린버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라기보다 그전의 시
대에는 모더니즘 회화에 가려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예술들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 
관점에서 조주연은 핼 포스터의 논의를 참조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을 아방가르드의 복, , 
귀로 분석한다. (조주연 현대미술 강의,   (글항아리, 2017) 참고,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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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등장한 팝아트는 대중문화의 요소를 예술에 차용하여 순수예술  

의 경계를 문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앤디 워홀의 . <브릴로 박스>(1964)는 

예술 오브제와 일상적 사물 사이의 지각적 차이를 없앰으로써 매체의 물

질적 조건이 예술을 보증해주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로써 어떤 사물이든 . 

예술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것은 외적인 형식에 달려있는 ,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난다.

또한 도널드 저드  (Donald Judd) 로버트 모리스, (Robert Morris) 등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미니멀리즘은 산업적인 사물들을 조각으로 차용하고 이

를 공간에 반복적으로 배치하면서 모더니즘의 단일한 매체 개념을 넘어선

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예술작품에서 환영을 제거하고 매체의 순수성을 . 

추구해야 한다는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이론을 끝까지 추구한 결과 작품은 , 

좌대에 올려진 조각으로서 예술의 초월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적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이 된 것이다 저드는 그러한 작품을 . 

특수한 대상‘ (specific object) 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것은 회화도 조각도 ’ , 

아니고, (초월적 공간이 아니라) 실재하는 삼차원의 공간에 존재하며 형 , 

태이미지색채표면이 단일하며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 ·

시각적으로 비교분석관조할 것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 .46) 그러 

므로 특수한 대상은 회화와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미적 매체에 기반한 예‘ ’
술 구분을 무화하고 초월적 공간에 위치하는 모더니즘의 순수예술에서 벗, 

어나며 관조의 대상으로서 완결된 작품 개념에서도 벗어난다 그러므로 , . 

미니멀리즘은 전통적인 매체 구분이 퇴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작품들의 등장은 예술가로 하여금 더 이상 전통적 매체에 얽매  

이지 않게 해주었고 이후 더 다양한 형식의 매체들이 등장하게 하는 초석

이 된다 년대 후반에는 작품의 물질적 형태 대신에 개념이나 관념을 . 1960

작품 자체로 삼는 개념미술이 등장한다 특히 개념미술은 당시에 부상하던 . 

46) Donald Judd, “Specific Object,” Contemporary Sculpture: Arts Yearbook 8 (New 
York: The Art Digest, 1965), republished in Donald Judd: Complete Writing (New 
York and Halifax: The Press of the Nova Scotia School of Art and Design, 1975), 

저드의 해당 글의 요점은 조주연 현대미술 강의 쪽을 참고하였181-189. , , 244-24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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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철학의 영향으로 작품의 물질적 형태를 배제하고 예술에 언어적으로 , 

접근하였다 이들은 예술가가 정한 명제나 문서를 예술작품으로 내세우거. 

나 잡지에 지면으로 예술작품을 발표하는 등47) 작품의 물질적 형태를 제 

거하였다 그리하여 개념미술은 작품의 형식을 매체 탐구의 기반으로 삼는 . 

모더니즘 예술론을 무너뜨린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최신의 기술 매체였던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사용하  

는 미디어 아트가 등장한다 년에 백남준이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이‘ ’ . 1963

용한 전시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를 선보인 이후 년대에는 피터 캠퍼스, 1970 (Peter Campus),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빌 비올라, (Bill Viola) 등 비디오를 매체 

로 사용하는 예술가들이 여럿 등장한다 이들은 당시 등장한 매클루언의 . 

이론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예술 매체 개념에서 탈피하여 미디어로서 ‘ ’
예술작품에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 매체와 미디어의 구분은 점차 와해. ‘ ’ ‘ ’
되기 시작하였고 예술에서 특권적 개념이었던 미적 매체 개념은 위태로워, 

진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신체미술 퍼포먼스 장소특정적 미술   , , 

등 전통적인 매체 구분으로 묘사할 수 없는 다양한 형식의 작업들이 광범

위하게 실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작품들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형태를 취. 

하기 때문에 물리적 형식에 기반한 매체 개념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웠다. 

이때부터 예술에서 매체 개념에 대한 논의는 쇠퇴하게 된다 이처럼 그린. 

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에 반발하는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면서 매

체 논의는 낡은 것이 된다. 

나아가 년대 이후 동시대 예술에서는 복합 매체의 설치미술 형식이   1990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예술작품의 매체를 묘사하는 것이 부차적인 일이 

되었다 설치미술은 일상적 사물을 오브제로 배치하는 작품부터 거대한 조. 

47) 쪽의 소책자에 예술가가 정한 진술들을 담은 로런스 와이너 64 (Lawrence Weiner)의 
<진술들(Statements)>(1968) 사진과 텍스트로 결합된 작품을 잡지 아츠,  (Arts) 의 지
면에 실은 댄 그레이엄(Dan Graham)의 <미국식 집(Homes for America)>(1966-1967)
이 대표적이다 또한 예술가들이 직접 예술.  -언어(Art-Language) 같은 잡지를 만들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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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제작하는 작품 비디오 영상을 상영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작품까지 ,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포괄한다 이처럼 형태적으로 다양하지만 이. 

들은 공통적으로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

면서 완전하게 통합된 하나의 총체를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 

설치미술에서 관객은 물리적으로 작품을 경험하며 관객의 감상 즉 참여, , 

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한다 또한 설치미술은 시간과 장소에 특정적으로 . 

설치되면서 그 시간과 장소에 특정적으로 일시적인 의미를 창출한다 따라. 

서 설치미술에는 항상 관객과 작품 작품과 공간 공간과 관객 사이에 일“ , , 

종의 상호적 관계가 존재한다.”48) 그 결과 대개의 설치미술 작품은 대상 

으로서 매체를 다루는 것에 소홀하고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

미에 치중한다 즉 매체의 내적 구조나 형태 등을 다루기보다 주제와 내용. 

을 앞세우는 것이다 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설치미술이 국제적 미술. 1980

행사의 번성과 맞물려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였고 동시대 예술의 지배적, 

인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년대 이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예술론에 반발하면서 전통  1960

적인 매체 구분에서 벗어난 예술들이 등장한 상황은 예술 담론에서 매체

에 관한 논의를 쇠퇴시켰다 그러한 쇠퇴는 단지 그 예술들이 전통적인 매. 

체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린버그와 매체 사이의 불가분한 

연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매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그린버그를 호출하기 . 

때문에 그린버그의 예술론의 쇠퇴가 곧 매체 개념의 쇠퇴로 이어진 것이

다.49) 

48) Julie H. Reiss, From Margin to Center: The Space of Installation art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xiii. 

49) 크라우스는 북해에서의 항해 의 서문에서 이러한 사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매체를 그것의 환원성으로 물화. “ , (reification)를 향한 충동으로 가득 찬 단순한 
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와 같은 정의는 예술계에서 널리 통용되었으며 클레멘, 
트 그린버그라는 이름은 그러한 정의와 너무나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 
직면했던 문제는 바로 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매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그1960 ‘ ’ ‘
린버그를 호출하는 것을 뜻했다는 점이었다 사실 매체라는 단어를 그린버그화하려’ . ‘ ’
는 충동은 너무나 만연해서 매체의 정의에 대한 역사상의 이전의 접근들이 지닌 복잡

성을 제거해버릴 정도였다.”(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6) 여기서 크라우스 
가 그린버그를 따옴표치는 까닭은 매체가 호출하는 그린버그가 실제 그린버그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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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예술계가 이처럼 변화하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디지털 매체를 기반  , 

으로 하는 뉴미디어 아트가 등장한다 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테크놀‘ ’ . 1980

로지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 

뉴미디어 아트가 활발하게 창작된 것이다.50) 

뉴미디어 아트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매체는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들 작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를 사용. 

하는 예술의 최종적 형태가 그 원료의 형태와 물리적 유사성을 갖는 것과 

달리 수와 상징에 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예술작품은 , 

물리적 대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51) 뉴미디어 아트는 일종의 데이터로 ‘ ’
서 컴팩트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웹하드 등 여러 종류의 디지털 저장 장, , 

치에 자유롭게 저장되고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개별 컴퓨터를 통해 개인이 , 

접속하거나 전시장에서 스크린 데스크톱 등에 재생되거나 하는 등 다양한 , 

방식으로 전시된다 이처럼 탈물질화된 정보에 기반하는 뉴미디어 아트는 . 

예술작품의 정의 전시 보존 등 여러 관점에서 아날로그 예술과는 상이한 , ,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뉴미디어 아트의 성격은 기존의 미디어 아트와도 차이가 있다  . 

사진 영화 비디오 등의 미디어 아트는 매체의 속성이 전통예술 매체와 , , 

유사하게 아날로그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기존의 순수예술의 영

역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미디어 아트가 새로운 기술 매체를 사용함에도 . 

불구하고 기존의 미술계에 포용된 것과 달리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 

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린버그는 년대 이후 매체에 관한 자신의 . 1960
입장을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원론적인 매체 개념으로 호출되었던 것이, 
다 이와 관련해서 각주 참고. 44 . 

50)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뉴미디어 아트의 시초는 년대에 초기 컴퓨터로 구현된  1960
작품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장치였던 컴퓨터. 
에 접근할 수 있던 이들은 소수의 과학자들뿐이었고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예, 
술이 활발하게 만들어진 것은 년대에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이다1980 . 
이후 년대에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뉴미디어 아트가 활발하게 만1990
들어졌다 강미정 디지털 아트 미학대계 제 권 현대의 예술과 미학 참. , , 3 , 398-401 ｢ ｣  
고.

51) Ibid 참고., 395-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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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뉴미디어 아트는 다소 어중간하게 독립적인 영역을 구성하게 된다. 

대개 뉴미디어 아트는 주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전시되기보다는 대안  

적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전시되거나 별도의 전시 플랫폼에서 전시되

었다 담론적으로도 전통적인 미술사와는 별개로 미디어 아트를 연구하고 . 

비평하는 이론적 영역이 형성되었다 미술사 분과는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 

미디어 아트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이처럼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예, 

술은 미디어 아트 이론가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리좀‘ ’ (Rhizome.org)과 

같은 온라인 매체나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 

이론가인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는 이러한 이분법적 상황을 뒤샹‘
랜드(Duchamp-land) 와 튜링랜드’ ‘ (Turing-land) 라는 표현으로 묘사하였’
다 그에 따르면 뒤샹랜드는 예술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갤러리 주류 미. ‘ ’ , , 

술관 명망 있는 예술 저널로 구성되는 동시대 예술이 이에 해당하고 튜, , ‘
링랜드는 컴퓨터 아트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 ISEA(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Art)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Ars Electronica), 

시그래프 아트쇼(SIGGRAPH art show)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아트  

전시와 담론장을 말하는 것이다.52) 이처럼 미술사 학계와 뉴미디어 아트  

진영 사이에는 암묵적인 단절이 있었다. 

이러한 뉴미디어 아트 진영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이론가가 아날로그   

매체와는 상이한 구조를 가진 디지털 매체에 기반한 예술을 분석하면서 

그린버그가 아니라 매클루언이나 키틀러 같은 미디어 연구자의 이론에 의

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은 최신 테크놀로지의 매체를 이해하기 . 

위해 미디어 연구를 폭넓게 참조하고 발전시켰다.53) 이처럼 순수예술의  , 

52) 이 글에서 마노비치는 이러한 이분법을 토대로 컴퓨터 아트는 예술계에 받아들여지 , 
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뒤샹랜드가 받아들이는 예술을 튜링랜드에 기대해. “
서는 안 된다 뒤샹랜드는 뉴미디어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 
예술을 원한다. [양자의] 융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동시대 예술과  .”
뉴미디어 아트의 이분법이 공고함을 주장한다. Lev Manovich, “The Death of 
Computer Art,” October 22, 1996, http://rhizome.org/community/41703/.

53) 예컨대 제이 데이비드 볼터 (Jay David Bolter)와 리처드 그루신(Richard Grusin)은 
기존의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관계에 관한 매클루언의 통찰에 기반하여 재매개‘
(remediation) 라는 개념으로 뉴미디어를 이해한다 그들은 매체는 재매개하는 것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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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매체에 관한 논의가 침체된 것과 달리 미디어 아트 영역에서 

미디어 개념을 토대로 매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매체 ‘ ’ 
특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적 매체 개념은 더욱 퇴조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주류 미술계에서 매체 논의가 약화되고 다른 한편으  , 

로는 미디어 아트 진영에서 미디어 연구의 미디어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 , 

매체 특정성과 결부된 미적 매체 개념은 낡은 개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크라우스는 다시 예술의 매체 개념을 다루는 포스트매체 논의를 전개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조건의 의미를 규. 

명하고 그중에서도 그가 문제시하는 탈매체적 경향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 

할 것이다.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조건 선언  (2) 

크라우스는 이처럼 예술에서 매체가 다변화한 상황을 포스트매체 조건이‘ ’
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 

하나는 년대부터 회화와 조각의 전통적 매체 구분이 무너지고 새로운 1960

매체들이 등장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미, 

적 매체 개념을 폐기하는 탈매체적 경향이 지배적이게 된 상황이다.54) 이 

중에서 크라우스는 후자의 상황 즉 탈매체적 경향이 지배적이게 된 것을 , 

라고 정의하면서 하나의 매체는 다른 매체의 기법 형태 사회적 의미를 차용하고 다, , , 
른 매체와 경쟁하고 개조하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Jay David Bolter and 
Richard Grusin,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참고 이를테면 사진은 회화를 재매개하면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 65. . . 
러한 관점은 한 매체의 내용이 다른 매체가 된다고 하면서 매체 간의 상호관계를 주

장한 매클루언의 주장(이러한 매클루언의 주장에 관해서는 본문 쪽 참조18 )과 공명하

고 있으며 그들이 직접 매클루언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 Ibid., 45.

54) 따라서 크라우스가 말하는 포스트매체 조건이라는 용어는 정교하게 이해되어야 한 ‘ ’
다 기본적으로 크라우스는 년대 이후로 예술 영역에서 매체의 조건이 변화한 상. 1960
황을 포스트매체 조건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포스트매체 조건에서는 탈매체적인 경향. 
이 두드러지지만 모든 예술이 탈매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포스트매체 조건, . ‘ ’
이라는 용어는 매체 조건이 다변화한 상황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인 동시에 그러한 , 
상황에서 결국 탈매체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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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삼는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상황이 단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난 새로. 

운 매체들이 유입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체 특정성에 기반

한 매체 개념을 폐기하는 것의 문제라고 보았다. 

즉 크라우스에게 종래의 미적 매체 개념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새  

로운 매체의 유입은 새로운 예술 매체 개념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크라우스는 새로운 매체들을 설명하. 

기 위해서 매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포스트. 

모더니즘 조각이나 비디오를 이용한 작업들을 매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한 글들은 그러한 관점의 소산이다(이는 장-1Ⅱ 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된다) 그러므로 크라우스는 그 당시의 예술들이 물질적 매체 개념에서 벗. 

어날지라도 여전히 매체 특정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문제는 매체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탈매체적 경향이다 즉 예  . 

술작품이 미적 오브제로서 매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매체 특정성

을 추구하지 않거나 담론이 매체에 관한 관심을 폐기하는 것이 문제인 것, 

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포스트매체 조건의 지배적인 경향이 됨으로써 . 

포스트매체 조건 자체이기도 하게 되었다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의 이러. 

한 상황을 기괴한 신화“ (monstrous myth)”55)라고 부르며 비판한다 크라. 

우스는 특정적 매체를 유기하는 것이 진지한 예술“ (serious art)의 죽음을 

불러왔다.”56)라고 말하며 포스트매체의 탈매체적 경향이 예술을 위기로 내

몰았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년대 이후 전통적 매체의 순수성에서 벗어난 여러 예술   1960

실천 중에서도 개념미술이 미적 매체 개념을 폐기시키고 포스트매체 조건

을 이끄는 탈매체적 예술이라고 지목한다 왜냐하면 개념미술은 단지 그린. 

버그식의 환원적 매체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성에 기반한 미적 매

체 개념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크라우스는 개념미술이 예술의 조건을 . 
매체 특정성에서 찾던 모더니즘의 테제를 기각하고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 ’
일반적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55) Krauss, Perpetual Inventory, xiv.

56) Ibid.,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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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스가 지적하듯이 개념미술은 개별 장르로 나뉘어서 매체를 탐구  

하는 모더니즘의 전통을 기각하고 예술 일반의 본성을 질문하는 것이 예

술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개념미술의 선구자 조셉 코수스. (Joseph 

Kosuth)는 예술가는 각 매체의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개별 매체의 본

성이 아니라 예술의 본성을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57) 그는 마르셀 뒤샹 

이 레디메이드를 도입한 이후로 예술의 본성은 형태학, “ (morphology)에 

대한 질문에서 기능(function)에 대한 질문으로”58) 변화했다고 말하며 대 , 

상으로서 매체의 탐구를 대신하여 개념적 질문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개념미술의 이러한 특징이 단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미적 오브제보다 아이디어나 의미를 더 중요시함에 따라 

매체 특정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59) 예컨대 뒤샹의 변기 , 

병걸이 바퀴 같은 레디메이드들은 그것들이 아니라 전화기나 청소기 등 , 

다른 사물로도 어떻게 이것이 예술이 되는가 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 ?’
며 각각의 오브제의 성질이나 구조 조형적 특징 등을 주제로 삼지 않는, , 

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오브제는 무엇이든 비예술적인 오브제로서 일상의 . —
사물이어도 상관없고 그것이 전달하는 아이디어가 예술을 만든다는 관념— 
이 매체 특정성을 퇴색시키고 포스트매체 조건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와 더불어 크라우스는 담론적 측면에서도 후기 구조주의 철학과 미디  , 

어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특정적 매체 개념이 쇠퇴하였다고 지적한

다.60) 크라우스에 따르면 모더니즘 매체의 핵심은 자기반성적 성격인데 , , 

고정된 정체성을 비판하는 후기 구조주의의 해체론의 영향으로 그 질문이 

퇴색하게 된다 데리다의 차연. “ (différance) 개념이 미국에 퍼지면서 안정 , 

된 정체성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옹호의 여지가 없어졌고 그러한 ‘ ’ , 

질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으로 일축되었다 해체는 . 정체성(identity)을 

단지 허울뿐인 자기현전‘ (self-presence) 으로 바꾼다’ .”61) 즉 데리다는 차 ‘

57) Joseph Kosuth, Art After Philosophy and After: Collected Writings, 1966-1990 
(Cambridge: The MIT Press, 1991), 18. 

58) Ibid., 18. 

59) Krauss, Under Blue Cup, 32. 

60) Ibid., 24-25,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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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통해 외관상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라도 내적으로 끝없이 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정체성이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 

체론의 이러한 관점은 고정된 정체성을 전제로 삼는 모더니즘의 자기반성

적 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매체 구분은 쇠퇴하, 

게 된다 크라우스는 해체가 분해하고자 한 것은 . “ 고유함이라는 관념”62)

이며 해체론이 대상의 순수성이나 자기동일성 같은 개념을 공격함으로써 , 

미적 경험의 자율성 예술 매체에 있을 법한 순수성 또는 “ , , [이미] 주어진  

지적 학제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무산시키고자 한다.”63)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더니즘의 미적 매체 담론이 힘을 잃어가던 시기에   

미디어 연구가 크게 발전하면서 앞서 언급한 뉴미디어 아트와 같이 예술 , 

영역에서도 미디어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경향이 등장한다 크라우‘ ’ . 

스는 이러한 미디어 개념을 포스트매체 조건의 탈매체적 경향 중 하나라

고 지목한다.64) 크라우스에 따르면 미디어 연구는 미디어를 연속적인 발 , 

전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미디어가 상호번역될 수 있는 것으, 

로 상정하면서 미적 매체 간의 분리와 매체 특정성 개념을 기각한다 그는 . 

미디어 연구가 모더니즘에서 절대적“ (absolute)인 것 이었던 특정적 매체”
를 한물간“ (obsolete) 것 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 ,65) 새로운 미디어가 오 

래된 미디어들을 결합하고 능가하는 발전으로 보는 미디어 연구의 입장이 

특정적 매체 개념을 쇠퇴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앞선 매체의 . 

내용이 다른 매체가 된다는 매클루언의 주장과 디지털 숫자에 의해 모든 

미디어가 연결된다는 키틀러의 주장에 대해 모든 미디어 이론에서 이 중“
국식 상자들[크기순으로 포개지는 상자 세트]이 매체 간의 분리라는 바로 

61) Ibid 강조는 원저자., 24. . 

62)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강조는 원저자, 32. . 

63) Ibid., 32.  

64) 다만 크라우스는 주류 미술계의 바깥에 있는 뉴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논의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매클루언과 키틀러를 대표적으로 거론하며 미디어 연구

만을 문제 삼는다. 

65) Krauss, Under Blue Cu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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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을 무효화한다 라고 말한다.” .66) 따라서 크라우스는 매클루언과 키 

틀러의 이론을 자신의 대척점으로 삼으면서 미디어 개념에 맞설 미적 매, 

체의 개념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 책을 시작한 아포리즘 뇌‘ (Brain) - 매체는 기억이다는 특정적으로 마 ’
셜 매클루언의 아포리즘 매체는 메시지다에 반대한다 매클루언은 매체의 ‘ ’ . 

비특정성(non-specificity)에 크게 기뻐하였다 매체의 메시지는 언제나 다. ‘ ’
른 것 앞선 매체를 지시한다 그러므로 미디어 이론가에게는 글로 적힌 , . 

말이 출판의 내용이고 출판이 전보의 내용인 것처럼 글쓰기의 내용은 말, , 

하기다. [...] 그 대신 매체는 기억이다는 현재의 저장소에 있는 특정적  ‘ ’
장르의 선조들의 노력을 유지하려는 매체의 힘을 주장한다.67)  

이처럼 크라우스는 미디어 연구가 매체를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봄

에 따라 미적 매체 개념의 퇴조에 한몫했다고 지적한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탈매체적 경향을 추동한 원인들에 의해 매체에 관한   

관심을 제거한 설치미술류의 작품이 동시대 예술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설치미술은 개별 오브제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그것. 

이 놓여진 상황 자체를 작품으로 삼고 특정 장소와 시간에 일시적으로 설, 

치되는 가변적인 형태를 띠며 관객의 개입으로 의미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 

탈매체적이다 이러한 설치미술은 년대 국제 비엔날레의 활성화와 함. 1980

께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고 동시대 예술에서 완전히 주류적인 형식으

로 자리 잡게 된다 설치미술이 시간과 장소에 특정적으로 설치되면서 의. 

미를 전달하는 데 치중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제적 행사에 전시된 설치

미술이 지리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

다 한편으로 설치미술은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거대한 스케일로 변모해갔. 

고 스펙터클한 시각 효과와 함께 사진에 적합한 광경을 만들어냈다, .68) 이 

66) Ibid., 38.

67) Ibid., 127. 

68) 오늘날 설치미술은 전세계적으로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주요한 형식이며 전체  “ , , 
공간을 사용하고 포토그래픽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대한 시각 효과를 창출하는 것



33

러한 설치미술에서 상품화된 예술에 대한 전복적 의미는 퇴색되고 설치미

술은 비엔날레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으로 이용되었다. 

크라우스는 그러한 설치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년의 도큐멘타  1997 X

(카셀, 1997.6.21.-9.28.)을 지적한다.69) 프랑스 출신 큐레이터 카트린 다 

비드(Catherine David)의 감독으로 진행된 도큐멘타 은 정치적 예술을 전X

면에 내건다 다비드는 도큐멘타를 통해 글로벌화된 오늘날의 세계의 정. “
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 평가, , , ”70)를 제기하겠

다고 밝히고 그러한 주제에 부합하는 설치미술을 대거 선보인다 루이스 , . 

바인버거(Lois Weinberger)는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가져온 , , 

식물들을 카셀 기차역 공원에 심어서 서로 다른 문화의 조화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선보였고[도판1] 가장 화제가 됐던 카르스텐 횔러, (Carsten 

Höller)와 로즈마리 트로켈(Rosemarie Trockel)의 <돼지와 사람을 위한 

집(Ein Haus für Schweine und Menschen)>(1997)[도판2]은 행사장 한

가운데에 실제 돼지우리를 만들고 돼지를 가둬둠으로써 대량 사육 시스“
템의 섬뜩한 현실”71)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도큐멘타 은 관객이 도착하. X

는 카셀 기차역부터 전시장에 이르기까지의 길 전체를 일종의 영화 시퀀“
스 처럼 꾸미고 관객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작가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 , 

주제를 체험하도록 기획하였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기획이 개념미술을 따. 

라서 예술의 매체의 중심으로서 시각적인 것 을 텍스트적인 것 으로 대“ ” “ ”
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72) 즉 시각예술의 매체로서 시각을 다루지 않고  

하나의 서사처럼 작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다 큐레이터들에게 설치미술은 여전히 온화한 전복. (아마도 

그 작품이 판매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과 위험(결과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의 암
시를 전달하지만 줄리 라이스가 주장했듯이 오늘날 설치미술은 주변적 실천과는 거, , 
리가 멀고 오히려 미술관의 중심적 활동에 가깝다.”(Claire Bishop, Insatallation Art: 
A Critical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5), 37) 

69) Krauss, Under Blue Cup, 51-66.

70) “Retrospective: Documenta X,” Documenta, accessed April 24, 2018, 
 https://www.documenta.de/en/retrospective/documenta_x.

71) Ibid.

72) Krauss, Under Blue Cup,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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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에 니콜라 부리요  (Nicolas Bourriaud)가 제창한 

관계미학이 등장한다 부리요는 년대에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1990 (Rirkrit 

Tiravanija) 카르스텐 횔러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관객의 참여를 통, 

해 형성되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소규모 모임에 주목하고 이를 관계미, ‘
학이라는 이름으로 담론화한다’ .73) 이들 작품은 미술관 안에 관객이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 자체를 작품, 

의 요체로 삼는다 부리요는 이러한 예술작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더 나. “
은 방법을 배우는 길이며 예술가에 의해 선택된 스케일이 어떻든 간에” , “ , 

삶의 방식들과 존재하는 현실 안에서의 행동의 모델들 을 제공하는 것이”
라고 말한다.74) 즉 관계미학은 자신들이 사회와 분리된 순수한 예술의 공 

간에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맥락 안에 위치하

는 예술작품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미학의 작품은 관. 

객의 참여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 위주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임시적인 

모임을 제공한다 그리고 관계미학은 관객들의 참여 그 자체를 작품으로 . 

삼고 그 참여가 창출하는 의미를 중요시하면서 매체의 문제를 퇴출시킨다, . 

크라우스는 이처럼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미적 매체 개념이 폐기되고 예  

술이 매체 특정성을 탐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스트매체 조건에 적합한 , 

예술 매체 개념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예술 담론에서 다시 매체에 관한 

논의를 생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미적 매체 개념이 유효성을 . 

상실하고 탈매체적 경향이 지배적이게 된 상황에서 크라우스는 다시 매체

를 논하기 위해 특정적인 예술 매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매체를 되살, ‘ ’
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라우스는 매체를 고유한 특정성을 가진 . 

것으로 상정하는 미적 매체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물리적 성질에 기반, 

한 환원적 매체 개념을 비판하면서 변화한 상황에 적합한 매체 개념을 제

시한다 이로써 크라우스는 매체를 망각하는 포스트매체 조건의 부정적 상. 
황과 대결하고 매체의 복권을 시도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크라, . 

73)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trans. Simon Pleasance & Fronza Wood 
(Dijon: Les presse du réel, 1998).

74) Ibi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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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가 전통적인 미적 매체 개념을 이어받으면서도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

는지 달라진 매체 환경에 적합한 매체 개념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볼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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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스의 매체 개념. Ⅱ

그렇다면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 조건에 대응하여 어떠한 매체 개념을 제

시하는가 이 장에서는 크라우스가 대안적 매체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유? 

효성을 상실한 모더니즘의 매체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매체 특정성을 유

지하는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1Ⅱ 장에서는 년대에 크라우스가 쓴 두 편의 중요한 글 비디오1970 : —｢
나르시시즘의 미학(Video: The Aesthetic of Narcissism)｣(1976)과 확장｢
된 장에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 을 통해 당—
시의 새로운 매체 환경과 전통적 매체 개념에 관한 크라우스의 시각을 살

펴보고 그러한 입장이 이후의 포스트매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 장에-2Ⅱ 서는 년대 후반에 크라우스가 포스트1990

매체 조건을 선언하고 그 조건에 대응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 

분석할 것이다. 

전통적 매체 개념 비판과 확장1. 

크라우스가 포스트매체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체 ‘ ’
논의를 전개한 것은 년대 후반이다 그 이전에 크라우스는 매체 개념1990 . 

을 중심 주제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몇몇 글에서 매체에 . 

관한 크라우스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입장에는 포스트매체 논의에, 

서의 매체 관점과 연속성이 발견된다 특히 크라우스가 지속적으로 모더니. 

즘의 환원적 매체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이후의 대안적 매체 개, 

념의 단초가 될 매체의 성질들을 제기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년대에 이미 크라우스는 예술 실천에서 새로운 매체가 다양하게 사  1970

용되면서 전통적인 미적 매체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라우스는 전통적인 미적 매체를 이해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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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되었던 그린버그의 매체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들 작품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흔적이 비디오를 매체로 다루는 작. 

가들에 관한 논문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과 조각 개념을 확장하여 : ｢ ｣
포스트모더니즘 조각을 이해하는 논문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이다. ｢ ｣
이 장에서는 먼저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을 통해 비물질적인 매  : ｢ ｣
체 개념으로의 확장을 살펴볼 것이다 크라우스는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 

비디오라는 매체가 전통적인 매체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 

후에 그가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제시하는 대안적인 매체 개념과 유사성을 

갖는다 이어서 포스트모더니스트 비평가로서 크라우스의 이름을 널리 알. 

린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을 통해 한계에 다다른 모더니즘 조각 개념을 ｢ ｣
벗어나서 조각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매. 

체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이 포스트매체 논의에서 매체 개념의 확장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것이다. 

비디오 심리적 조건으로서 매체   (1) - 

크라우스는 년 당시 영향력 있는 미술잡지였던 아트포럼1974  (Artforum)
에서 비평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아트포럼 은 잡지라는 성격으로 인해 .  
이론적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크라우스가 당시 관심을 , 

갖고 있던 비디오 퍼포먼스 같은 새로운 매체에 무관심하였다 크라우스, . 

는 이러한 점에 불만을 품고 년에 동료 아네트 마이컬슨1976 (Annette 

Michelson)과 함께 옥토버 (October) 를 창간하게 된다. 75) 그리고 크라우 

75) 옥토버 창간호에 실린 에서 자신들의 창간 이념을 설명하면서 퍼 “About October” “ 
포먼스 예술에서의 혁신은 화가와 조각가의 성취에 영향을 받았고 영화제작자의 혁, 
신은 시의 이론과 실천에 의해 형성됐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접근하고 이를 뒷받. 
침하려는 시도는 어떤 저널에서도 없었다 미국의 비평계는 대체로 문학 학계에서 작. 
동하는 가정들에 여전히 입각하여 수많은 고립되고 낡은 기획들로 존재하기를 지속, 
한다. […] 동시대 회화와 조각의 발전을 알고 싶은 독자들 새로운 영화 형식들에 대 , 
한 고려를 장려하고 싶은 필자들은 과도하게 분과화된 다양한 비평지(The Drama 
Review, Artforum, Film Culture)를 찾아봐야 한다 그것들은 밀도 있는 비평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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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옥토버 의 첫 번째 호에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을 발표한다: .   ｢ ｣
비디오는 년대 중반에 휴대용 비디오카메라 포타팩  1960 ‘ (portapak) 이 ’
등장하고 대중화되면서 예술 매체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리처드 세라, (Richard Serra) 같은 기성  

예술가들이 비디오를 활용하면서 비디오아트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여겨‘ ’
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매체로서 비디오. 

는 기존의 미적 매체 개념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못하였고 예술 영역에서 

매체 논의가 쇠퇴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76) 이러한 상 

황에서 크라우스가 발표한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은 이처럼 새롭게 : ｢ ｣
등장한 비디오라는 매체와 그것을 이용하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다.

이 글에서 크라우스는 매체 개념을 비물질적 성질로 확대함으로써 비디  

오라는 매체를 이해한다 그는 당시에 비디오를 마치 거울처럼 사용하는 . 

예술가들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그러한 작품에서 특유하게 드러나는 심리적 

조건이 비디오아트의 매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크라우스는 매체의 개념. 

을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모더니즘의 매체 관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비디

오를 사용한 작품들을 매체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노력한다. 

크라우스가 밝히듯이 비디오 이전에 전통적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매체  , 

는 물질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예술가는 분리된 대상으로서 그 요소를 ,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의도를 나타낸다. 

을 위한 공론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 (Editors of October, “About 
October”, October 1, (1976): 3-4)

76) 크라우스는 훗날 포스트매체 조건을 제기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휴대용 비디오카 
메라의 상용화를 꼽는다 년대 후반에 휴대용 비디오카메라가 상용화되고 미술 . 1960
작품에도 쓰이기 시작되면서 비디오는 기존의 매체간의 구별을 흐리는 매체 일반성, , 
의 증거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비디오는 전통적인 매체들과 달리 작품의 의미를 물. “
질적 형식의 특정한 본성과의 관계로 조율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 . “[비
디오는] 미적 지지체로서 특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물질적 형식의  
특정한 본성과의 관계로 조율하는 전체 모더니즘의 프로젝트도 무효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 비디오는 끊임없이 다양한 형식 공간 시간성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히 , , 
드라의 머리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비디오의 등장이 포스트매체 조건.”
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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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 조각 영화의 매체는 개별적 형식에 특정한 대상적, , (objective) 물질, 

적 요인들 안료를 지닌 표면 공간에 확장된 물질 움직이는 셀룰로이드 , , ―
스트립을 통해 투사되는 빛 과 더 많은 관련을 갖는다 즉 매체의 개념은 . ―
예술가의 고유한 존재로부터 분리된 대상-상태(object-state)의 개념을 지

닌다 그리고 예술가의 의도가 그것을 거쳐야 한다. .77) 

이처럼 전통적으로 예술에서 매체 개념은 대상으로서 물질적인 요소를 지

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테면 회화의 매체는 대상으로서 안료를 지. “
닌 표면 이고 예술가는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 

그러나 예술 장르로서 비디오아트의 매체는 이러한 물리적 특성만으로  

는 규명될 수 없다 전자 매체인 비디오는 자기테이프에 기록된 데이터로 .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동일한 녹화가 완전히 다, 

른 방식으로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한 물리적 기계적 속성으로 파악,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회화가 하나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비디. , 

오 작품은 물리적 대상을 매체로 규정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 

므로 크라우스는 비디오아트의 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당시 비디오아트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주체의 심리적 조건  

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디오 매체에 관한 새로운 이해로서 , 

심리적 모델을 제안한다. 

비디오는 경험되기 위한 모든 것을 위해 일련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 — 
존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장치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미래의 발전. , —
된 기술 수준에서도 텔레비전 매체를 구성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두는 , — 
것이 가장 쉬운 일일 테다 그러나 비디오의 주제를 비디오의 기계에 관한 .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은 쉽지만 정확하지는 않는 듯 보인다 비디오에 대. 

한 내 개인적 경험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심리적 모델로 가라고 말한

다.78) 

77) Rosalind E. Krauss, “Video: The Aesthetics of Narcissism,” October 1 (197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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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크라우스의 주장은 분명하다 비디오의 기술적 성질에 초점을 맞. 

추면 비디오아트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단일한 물리적 속성으로 .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디오의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크라우스는 매체라는 단어가 일상적. ‘ ’
으로는 심리적 의미로도 사용되곤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79) 매체 개념을  

심리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크라우스는 당시 초기의 비디오아트 작품들에 물리적 매체가    

아니라 심리적 매체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크라우스는 비토 아콘치. (Vito 

Acconci)의 <중앙(Centers)>(1971), 방송 시간< (Air Time)>(1973)[도판3], 

린다 벵글리스(Lynda Benglis)의 <지금(Now)>(1973)[도판4] 리처드 세, 

라와 낸시 홀트(Nancy Holt)의 <부메랑(Boomerang)>(1974) 브루스 나우, 

먼의 <거꾸로 돌기(Revolving Up-Side Down)>(1968) 등의 비디오 작품을  

사례로 들며 설명한다. 이들의 비디오 작품에서 연행자(performer)는 카메

라와 모니터 사이에 위치하고 카메라가 찍은 연행자의 행위가 바로 모, 

니터로 상영되면서 비디오가 마치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때 비디오는 다. 

른 시각 예술 매체와 달리 녹화와 전송이 동시에 가능하며 이로써 즉각, 

적인 피드백을 생산한다 따라서 연행자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방금 전. 

의 자신의 행위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된다 그. 

러므로 연행자-주체와 모니터 안의 대상은 완전하게 일치하지도 분리되

지도 못한다 비디오는 계속해서 연행자를 비추고 상영함으로써 끝없이 . 

78) Ibid., 52.

79) 일상적 대화에서는 매체라는 단어가 심리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 “ ‘ ’ . 
럼 충분히 일반적인 사용법의 비일반적인 영역은 초심리학(parapsychology)의 세계이
다 즉 텔레파시 초능력 사후 세계와의 소통 등 어떤 영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 , , 
영매‘ (medium) 로 이해된다 우리가 무당적’ . (mediumistic) 경험의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그것을 서술하는 언어가 지시하는 바를 안다 예를 들어 우리는 , . , 
매체라는 단어의 초심리학적 의미가 비가시적인 원천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 ’
인간 수신자(또는 송신자)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 나아가 이 용어는 인간 . 
전달자가 시간적 동시발생의 하나인 메시지와의 특수한 관계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 
포함한다.” (Ibi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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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하는 피드백 상황을 만들어내고 주체는 완전히 자신에게 둘러싸여, 

서 현재의 시간에 갇힌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출구 없는 감옥. “ ”
이자 무너진 현재의 감옥 이라고 말하며 고유한 과거의 의미로부터 “ ” , “
완전히 단절된 현재의 시간 에 갇힌 것이라고 말한다” .80) 다시 말해 그것 

은 역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현재에 갇힌 자신을 반복해서 마주하는 

것이며 외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오로지 자기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 

나르시시즘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디오의 피드백 순환의 상황이 현재의 시간에 갇혀 자신에게   

몰두하는 나르시시즘의 상황임은 모더니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언뜻 비디오의 피드백 순환의 상황 즉 자기반사. , 

(self-reflection)81)는 모더니즘 예술의 자기반영적(self-reflexive) 태도와  

유사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비디오의 반사를 거울 반사. ‘
(mirror-reflection) 라고 부르며 모더니즘의 반영성’ , (reflexiveness)과 분명

하게 다르다고 말한다 비디오의 거울 반사는 마치 거울이 빛을 그대로 반. 

사하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과정인 반면 모더니즘 예술의 자기반

영은 주체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크, . 

라우스는 모더니즘 예술의 반영성이 대상“ (그리하여 경험의 객관적 조건)

을 위치시키기 위한 [자기]분열(dédoublement) 또는 되돌아보기 (doubling 

back)라면 절대적인 피드백의 거울 반사는 대상을 괄호 치기 위한 과, 

정”82)이라고 설명한다 즉 모더니즘 예술은 자신 즉 주체에서 대상을 분. , 

리시켜서 그 대상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자기반영을 수행한다 크라우스는 . 

재스퍼 존스의 <깃발>을 모더니즘의 자기반영의 예로 드는데 성조기와 똑, 

같은 이미지가 캔버스 위에 꼴라주된 이 작품은 그림‘ (picture) 이라는 용’

80) Ibid., 53.

81) 이라는 단어는 모더니즘의 자기비판적 성질을 가리킬 때 통상적으로 반 ‘reflection’ , ‘
영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뒤의 본문에서 밝혀지듯이 비디오 논의에서 크라우스는 ’ . , 

을 모더니즘의 반성적 반영적 태도와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reflection’ , . 
이 논문에서는 이를 주체의 자기분열적 되돌아보기 과정이 없이 거울에 상이 비추어, 
나가는 기계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 반사로 번역한다‘ ’ . 

82) Krauss, “Video,”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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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회화‘ (painting) 라는 용어 사이의 구분을 문제 삼으면서 회화라는 ’ ‘ ’
카테고리를 대상(또는 텍스트)으로 성립시킨다.83) 즉  <깃발>은 그림으로‘ ’
서 성조기 이미지와 회화로서 작품 ‘ ’ <깃발> 사이의 간극을 지워버림으로 

써 이것이 깃발인가 아니면 깃발을 그린 회화 작품인가의 문제를 제기‘ ’ ‘ ’
하고 회화라는 범주를 대상으로 성립시킨다 그러므로 존스의 , . <깃발>은 

회화의 조건을 성찰하는 자기반영적 작품인 셈이다 반영성은 이러한 균. “
열 그것들의 분리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상대를 해명할 수 있는 카테고리, , 

적으로 다른 두 개의 총체 사이의 균열이다.”84) 그러므로 모더니즘은 역 

사적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해명한다.85)

크라우스에 따르면 이러한 모더니즘의 자기반영이 자신을 분열하여 주  , 

체와 대상이라는 분리된 상태에 두는 것과 달리 비디오의 거울 반사는 주, 

체와 대상의 분리를 제거하고 외형적으로만 나눠진 외적인 대칭 을 구성“ ”
한다.86) 즉 연행자와 모니터 속 이미지는 문자 그대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 

비디오의 거울 반사는 주체“ (subject)와 대상(object) 사이의 차이를 환영 

적으로 지우는 양식”87)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상으로 돌아보는 반성적 성

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의 전통적 매체와 달리 끝. , 

없는 피드백 순환 속에서 외적인 대상 즉 타자에 대한 관심을 제거하고 “ , 

자기에게 몰두하는 심리적 상황”88)이 비디오라는 매체의 특정성을 구성한

다고 크라우스는 주장한다 즉 계속되는 피드백 순환의 상황 속에서 자신. 

의 거울상에 몰두하는 나르시시즘의 심리적 상황이 비디오라는 매체의 특

정한 성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에 관해 논할 . 

83) Ibid., 56.

84) Ibid., 56.

85) 모더니즘은 예술가가 그의 매체와 그것의 역사의 객관적 조건들의 발견을 통해 그  “
자신의 표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예술가가 자신의 주체성을 찾을 . 
가능성은 외적 대상(또는 매체)의 물질적 역사적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 
다.” (Ibid., 58)

86) Ibid., 56.

87) Ibid., 56.

88) Ibid.,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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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물리적 요인으로서 대상에만 천착한다면 매체의 본질을 제대로 파, 

악할 수 없다고 크라우스는 주장한다 즉 비디오의 매체는 물리적 요인이 . 

아니라 연행자가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심리적 상황으로서 나르시시즘으

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9) 

이처럼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심리적 조건으로 매체를 인식함에 따라   

비디오의 본성과 다른 시각 예술들의 본성 사이에 균열“ ”90)이 생긴다 즉 . 

물리적 대상을 매체로 보는 본래의 시각 예술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

이다 이를테면 회화의 매체가 대상으로서 안료를 지닌 표면 이라고 규. “ ”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료를 지닌 표면 이 형성하는 심리적 조건이 매체“ ”
라고 말하는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는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 

기존의 매체 관념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매체 관념을 요청하는 것이다, . 

크라우스는 이에 응답하여 물리적 대상으로만 매체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매체 개념에서 벗어나 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 모델을 제시한다. 

이로써 크라우스는 전통적인 매체 개념을 문제시하고 심리적 상황을   

포괄하는 매체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해체적이고 유동적인 매체인 비디오

의 매체적 특성을 규명한다 또한 비디오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그린버. 

그의 매체 개념과 멀어지면서 대안적인 매체 개념을 암시한다 이러한 . 

89) 이때 크라우스는 자기반영적 성찰 없이 나르시시즘에 함몰된 비디오 작품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당시에 비디오라는 매체가 예술가의 나르시시즘을 드러. 
내는 방식으로 유행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년간 세계는 대중매체와의 관계로부터 , “ 15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 예술가의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발표되고 복제되고 유통된. , , 
다는 사실은 지난 십년간 성장해온 세대에게 예술작품으로서 그것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디어에서의 즉각적인 재생에 대한 요구는 피드백의 전자 장치 . 
를 통해 자아가 형성되는 미적 형식에서 명백한 상관관계를 발견한다.”( 강Ibid., 59. 
조는 원저자)라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 
비디오 매체를 성찰하는 작품도 있다고 말한다 매체를 내부에서부터 비판하기 위해 . 
매체를 이용하는 비디오테이프 작품 비디오의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메, 
커니즘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작품 비디오를 회화나 조각과 같은 일종의 세분화된 , 
매체로 사용하는 비디오 설치 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작품들은 나르시시즘. 
이라는 비디오의 특정성 자체에 함몰되는 대신에 나르시시즘의 조건을 대상으로서 , 
성찰함으로써 마치 존스의 , <깃발>처럼 자기반영적이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로 비디오. 
아트도 거울반사에서 벗어나 자기반영적일 수 있다고 크라우스는 주장한다‘ ’ . 

90) Ib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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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스의 사유는 이후 물리적 형식만이 아니라 심리적 조건을 포괄하

면서 기존의 매체 개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매체를 예술 매체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크라우스는 전통적 매체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 

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매체 또한 특정적인 매체의 영역으로 포섭한

다. 

그런데 크라우스의 이러한 매체 분석은 크라우스가 사례로 들고 있는   

당시의 비디오 작품들 예술가가 비디오를 거울처럼 사용하면서 무한한 피—
드백 순환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에만 적용되고 예술가가 다른 방식으로 , 

비디오를 사용하는 작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아콘치의 . 

비디오 작품의 매체로서 비디오에 관한 규정이지만 다른 모든 비디오아트, 

를 크라우스의 심리적 매체 모델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 

우스가 비디오 작품을 읽기 위해 설명한 매체 개념은 비디오 일반에 대한 

규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크라우스가 제시한 작품들에 한정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이후 크라우스가 확장하는 매체 개념에서도 적용되는 중. 

요한 특징이다 크라우스는 매체의 특정성을 매체에서 도출되는 비물질적 . 

특징(즉 매체가 갖고 있는 규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봄에 따라 매체의 

특징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매체 특정성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매체로. 

서 비디오의 특징은 피드백 순환의 상황이 주체의 나르시시즘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점 관객의 장소와 멀리 떨어진 , 

시공간을 보여준다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비디오의 다른 특. 

징을 주제로 삼아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작품에서 비, 

디오라는 매체의 특정성은 또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에 따라서 비디오라는 매체를 정의하면 그  

것은 비디오의 기계적 장치와 그 장치가 갖는 모든 비물질적 특징을 포괄

하는 것이고 비디오 작품은 비디오의 여러 물질적 특징 중에서 하나를 드, 
러냄으로써 비디오라는 매체에 특정적인 작품이 된다 예컨대 아콘치의 비. 

디오 작품은 비디오의 여러 특징 중에 피드백 순환의 상황에서 주체의 나

르시시즘이 표현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비디오라는 매체에 특정적인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에 따르면 비디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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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매체로부터 수많은 매체 특정성이 도출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결, 

과 비디오를 이용하는 예술작품이 매체 특정적인 방법도 무수히 많게 된

다 이러한 크라우스의 관점은 이후 매체의 규칙을 발견함으로써 예술가가 . 

매체를 창안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도 하나의 ‘ ’ . 

매체로부터 예술가가 창안할 수 있는 매체의 수는 무수히 많게 된다. 

조각 모더니즘 매체의 확장  (2) - 

이어서 년에 발표한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은 미니멀리즘 이후 등장1979 ｢ ｣
한 포스트모더니즘 조각을 조각의 장으로 포섭하면서 조각이라는 전통적 

매체의 확장된 장을 제안한다 크라우스는 그린버그식 매체 개념을 넘어서. 

서 다른 관점에서 조각이라는 매체를 읽고자 한다 그린버그가 조각을 정. 

적이고 공간적인 매체로 봄에 따라 미니멀리즘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달

리,91) 크라우스는 미니멀리즘을 경유해 조각을 시간적 매체로 독해한다 ‘ ’ . 

이로써 크라우스는 새롭게 등장한 예술작품을 바탕으로 기존의 매체 개념

을 확장한다. 

크라우스는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에 앞서 현대조각의 흐름  ｢ ｣  (Passages 

in the Modern Sculpture)(1977)에서 조각 개념을 확장할 단초를 마련한

다 여기서 크라우스는 조각을 시간적 매체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 ’ . 

즉 조각을 공간적 매체로 상정하는 레싱과 그린버그의 입장에 반대하며, 

조각에서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조각에 대한 이 연구의 전제는 심지어 공간 예술에서도 분석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공간적 구성물. 

91) 미니멀 아트에는 미적 경이가 거의 없다 일회적인 놀라움을 주는 진기한 예술 “ . 
(Novelty art)처럼 미니멀아트에는 현상적인(phenomenal) 것뿐이다 . [...] 여기서 다시  
미적인 것 또는 예술적인 것에 반대되는 현상적인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
다.”(Clement Greenberg, “Recentness of Sculpture,” in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 4, 254, 256) 즉 그린버그는 미니멀리즘을 미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 
로서 현상적인 것의 놀라움만을 지녔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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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시간적 경험의 본성에 관한 암묵적인 상태가 포개져 있다. [...] 현대 

조각의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조각이 정지와 움직임 포착된 시간과 흐르, 

는 시간의 접점에 기이하게 위치한 매체라는 점을 조각가들이 점차 자각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다.92) 

크라우스에 따르면 조각은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시간적 경험과 긴밀

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그는 현상학적 해석을 통하여 관객이 자신의 시간 . , 

속에서 조각을 감상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조각적 경험으로 규정한다 이러. 

한 조각적 경험이 현대조각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으며 조각은 정적이고 , “
관념화된 매체에서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매체로”93) 변화해왔다는 것이 크 

라우스의 주장이다 모더니즘 조각은 관념론에 근거한 초월적인 시간과 공. 

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작품에 내재한 의미는 관객의 경험에 선행하였, 

지만 현대조각은 점차 관객의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대상으로서 작품의 , , 

표면에 정박되어 있는 불투명한 의미가 관객의 경험을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나는 유물론적 매체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94) 이러한 관점에서 크라 

우스는 로댕의 조각에서부터 구축주의 뒤샹 초현실주의를 거쳐 미니멀리, , 

즘 나아가 대지미술과 같은 확장된 형식에 이르는 현대조각의 역사를 조, 

각이 점차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매체가 되는 과정으로 읽어낸다 이러한 . 

전개를 통해 결국 그는 미니멀리즘과 대지미술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조각

이라는 기존의 매체에 포섭한다.
크라우스는 미니멀리즘이 관객의 시간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극  ‘

92) Rosalind E. Krauss, Passages in the Modern Sculpture (Cambridge: MIT Press, 
1998), 4. 

93) Ibid., 282-283.

94)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지적했던 것으로 작품에서 관습적인 의미의 원천이 박 “
탈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예술작품들에서 의미는 그 작품을 창조한 사람이 지닌 관. 
념과 감정의 짜임 속에 함축되어 있으며 제작 행위를 통해 작품에 전이되고 그럼으, , 
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작품은 투명. 
한 유리창과 같아서 그것을 통해 관람자와 작가의 심리적 공간들이 서로를 향해 열, 
려지게 된다.”(Ibid., 76) 의미는 경험에 선행하지 않는다 의미는 경험의 과정 자체 “ . 
에서 발생한다 의미는 과정의 두 감각이 만나는 작품의 표면에 있다 거기에서 제스. . 
처의 외재화가 예술가가 작품을 형성하는 행위의 각인을 만난다.” (Ibi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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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모더니즘 조각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마이클 프리드’ (Michael 

Fried)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각이 비, (非)시간적이라는 관념이 결코 자명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크라우스는 역사적으로 이미 라슬로 모호이너지. 

(Laszlo Moholy-Nagy)의 <광선소품(Light Prop)>(1923-30)[도판5] 프, 

란시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의 <휴연(Relâche)>(1924)[도판6] 등의  

조각이 공연을 위한 소품으로서 그 자체로 무대 위의 시간적 극적 사건, , 

들과 결합되도록 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연극적 조. “‘ ’ 
각의 원형들”95)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프리드가 말하는 모더니즘 조각의 

본성 즉 특유하게 조각이었던 것 에 대한 규정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지 , “ ”
않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는 연극성이 조각에 손상을 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유. 

하게 조각이었던 것(what  sculpture uniquely was)의 의미를 흐리게 하고, 

그로써 조각으로부터 조각다운 것의 의미를 빼앗으며 동시에 그 진지함‘ ’ , 

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각은 조각. 이었던 

것(what sculpture was)이 관념론적 신화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

다는 생각에 입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각은 조각. 인 것 (what sculpture is) 

또는 조각일 수 있는 것(what it can be)을 찾아내려는 노력 속에서 연극

과 그 관객의 문맥과의 관계를 파괴와 탐구 재건의 도구로 사용해왔다, .96)

즉 크라우스는 정적이고 관념적인 모더니즘의 조각 개념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그 신화를 깨고 조각의 범주를 , 

변형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형이 조각이라는 범주를 해체하는 것은 . 

결코 아니다 크라우스는 모더니즘의 조각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불. 

충분하기 때문에 조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그리하여 크라우스는 모더니즘의 조각 개념에 가려진 조각의 시간적. 

이고 연극적인 성질을 찾아내서 제시함으로써 조각 개념을 모더니즘의 한정

적인 순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 이전과 이후의 조각으로 확장한다. 

95) Ibid., 207.

96) Ibid., 강조는 원저자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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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크라우스의 입장은 년 뒤에 발표한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으  2 ｢ ｣
로 발전한다 이 글에서 크라우스는 논리적 확장을 통해 대지미술을 비롯. 

한 장소 특정적 작품을 포함하는 조각의 범주를 제시한다 크라우스는 조. 

각이라는 범주는 거의 무한하게 신축성 있는 것“ ”97)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조각 개념이 역사적으로 묶여진 범주이지 . “
보편적인 것이 아니”98)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조각 개념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이제 새롭게 등장한 조각을 포용하는 확

장된 장이 제안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크라우스는 조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모더니즘 조각 개념  

이 생성되고 다시 분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모더니. , 

즘의 조각 개념이 자리 잡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조각은 기념비의 형태를 

취하였다.99) 이러한 기념비로서 조각은 특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물의 상(像)으로 세워짐으로써 그 장소의 의미를 강화한다 즉 .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 특정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 

로마 시내에 위치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기마상>을 사례로 들며 이 , 

조각은 그 자리에 놓여있음으로써 고대 로마 제국과 르네상스의 로마 정

부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100) 그러므로 기 

념비로서 조각은 장소와 긴밀히 연결되어 그 장소에 있을 때 완전한 의미, 

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세기 후반에 와서 이러한 기념비의 논리가 약화되면서 그 자체  19

로 자율적인 모더니즘 조각이 등장한다고 크라우스는 말한다 그에 따르면 . 

모더니즘 조각은 자신이 놓여진 장소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자신만의 순수

한 자율적 공간을 상정한다 로댕의 . <지옥의 문(La Porte de l'Enfer)>(1880

-1888)과 <발자크(Balzac)>(1891-1898)가 고안된 장소에서 벗어난 것이 

시초가 되어 모더니즘 조각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나 놓일 수 있

97) Rosalind E.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October 8 (1979): 30.

98) Ibid., 33. 

99) Ibid.

10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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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받침대를 가진 것이 된다 이처럼 실제 장소에서 멀어짐에 따라 모더니. 

즘 조각은 무장소성과 자기지시성을 특징으로 삼아 본질적으로 노마딕(no

madic)한 것으로서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선언한다 이러한 조각은 자신. 

이 놓여진 장소로서 풍경과 건축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게 ‘ ’ ‘ ’
된다 나아가 모더니즘 조각은 년대에 이르러 점점 더 순수한 부정성. 1950

을 향하게 된다 세계 속의 무엇도 재현하지 않고 완전히 초월적인 공간. , 

에 놓인 조각은 그 자체가 풍경이 아닌 것과 건축이 아닌 것의 조합으‘ ’ ‘ ’
로서 일종의 존재론적 부재가 된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조각이 순수한 부정성의 조합이 된 상황에서 자연  , 

스럽게 그 반대의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조주의 언어학. 

의 기호 사각형 도식‘ ’ 101)을 이용하여 두 개의 대립되는 항을 확장하여 4

항의 패러다임을 생성하는 것이다 모더니즘 조각의 두 항의 반대항을 . 

구성하고 이들을 조합하면서 조각 범주는 확장된다. 

 

도표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1] 102)

101) 구조주의의 기호 사각형 도식은 수학자 펠릭스 클라인 ‘ ’ (Felix C. Klein)이 제시한 
클라인 그룹 도식에 기원을 둔다 두 항의 대립관계를 확장하여 함축 관계 모순 ‘ 4 ’ . ,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이항대립을 넘어서는 관계를 구조화한다. (Lynn 
Gamwell, Mathematics and Art: A Cultural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참고2015), 446 ) 

102)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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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각의 범주는 풍경과 건축의 조합인 조각으로서 ‘ ’ ‘ ’ ‘장소 구축물
(site-construction) 풍경과 풍경이 아닌 것의 조합인 조각으로서 ’, ‘ ’ ‘ ’ ‘표시
된 장소(marked site) 건축과 건축이 아닌 것의 조합인 조각으로서 ’, ‘ ’ ‘ ’
‘공리적 구조(axiomatic structure) 로 구성된다’ . 

크라우스는 풍경과 건축의 조합으로서 조각  ‘ ’ ‘ ’ ( 장소구축물‘ ’)의 예로 로
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의 <부분적으로 묻힌 나무 헛간(Partially 

Buried Woodshed)>[도판7]을 제시한다 년경에 오하이오의 켄트 주. 1970

립대학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캠퍼스 안에 있던 헛간 위에 흙을 부어서 

이를 부분적으로 묻히게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건축에 해당하는 헛간을 . 

변형한 풍경 자체가 작품이 됨으로써 건축과 풍경의 조합을 보여준다 풍. ‘
경과 풍경이 아닌 것의 조합인 조각’ ‘ ’ ( 표시된 장소‘ ’)의 예로는 로버트 스
미스슨의 <나선형 방파제(Spiral Jetty)>(1970)[도판8] 마이클 하이저, 

(Michael Heizer)의 <이중 부정(Double Negative)>(1969) 같은 대지미 ‘
술 작품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풍경에 실제 물리적인 조작 이나 ’ . “ ”
다른 형태의 표시하기“ ”103)를 통해 즉 풍경이 아닌 것을 덧붙여서 작품이 , 

된다 건축과 건축이 아닌 것의 조합인 조각. ‘ ’ ‘ ’ ( 공리적 구조‘ ’)은 로버트 
어윈(Robert Irwin) 솔 르윗, (Sol LeWitt) 브루스 나우먼 등의 작품으로, , 

건축의 실제 공간에 어떤 개입(건축 아닌 것)을 더함으로써 건축적 경험“
의 공리적 특징이 지형화되는 과정”104)을 탐구한다 즉 미술관과 같은 제. 

도적 건축이 자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건축적 특징을 드러내는 작업이 이

에 해당한다 예컨대 로버트 모리스의 . <무제(거울큐브)(Untitled(Mirror 

Cube))>(1965)[도판9]는 미술관 건물 안에 정육면체 형태의 거울을 설치

함으로써 건축 공간 안에 일종의 개입을 시도한다.  

이처럼 크라우스는 모더니즘 조각 개념을 논리적으로 확장하여 더 넓  ‘ ’ 
은 조각 개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조각 개념과 연관된 반대의 ‘ ’ . 
항을 규정하고 이를 포섭함으로써 조각의 확장되고 통합된 장을 만드는 

것이다. 

103) Ibid., 41.

104) Ibid.,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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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 작업의 공간 논리가 더 이상 재료에 기초한 주어진 매체

의 정의나 재료에 대한 인식에 따라 조직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것은 대. 

신에 문화적 상황 안에서 반대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항들의 세계를 통해

서 조직된다.105)

 

이로써 크라우스는 모더니즘 조각 개념이 더 이상 특권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더 넓은 조각 개념의 일부분일 뿐이다. .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더니즘 조각을 넘어선 범주를 제안  

하는 것이 조각이라는 매체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 

히려 크라우스는 급격하게 분산되고 있는 조각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 ” “
통합된 장 으로 재구성하려고 한다” .106) 크라우스는 분명하게 이 확장된 장 

이 확장되었지만 한정된“ (finite)”107) 관계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즉 크라 . 
우스는 전통적인 모더니즘 조각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새로운 조각들을 

포섭할 수 있는 확장되고 통합된 장으로서 조각의 범주를 새롭게 제안한

다 이 확장된 범주 안에서 새로운 조각들은 전통적인 조각과 연관을 맺으. 

며 조각의 역사를 지속한다, . 

이로써 크라우스가 포스트매체 논의를 전개하기 이전부터 모더니즘의   

매체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매체 개념을 제시하려 노력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크라우스가 이항대립의 패러다임으. 

로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은 이후 매체의 장을 확장하는 데에 다시 이용된

다. 

105) Ibid., 43.

106) 인간 신체 깨진 거울 사진으로 기록된 현장 번개의 섬광으로 이뤄진 다양한 영 “ , , , 
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항에 의해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장에 거주하고 , , 
동시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논리는 극단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각의 매, / /
체를 재구성한다 이 논리는 매체를 물질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린버그식 환원에 . , ‘ ’
저항한다.” (Krauss, Under Blue Cup, 18)

107) 그러므로 그 장은 예술가들이 차지하고 탐구할 확장됐지만 한정된 일련의 위치  “ , 
관계를 제공해주고 또한 몇몇 매체의 조건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작품의 조직을 제, 
공해준다.” (Krauss,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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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재창안 포스트매체 조건에서의 매체 개념2. : 

이유야 어찌되었건 세기 후반은 포스트매체 시대이다 모든 곳이 미디, 20 . 

어(media)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테크놀로지적으로 중. , 

계되는 이미지에 의해 매체(medium)라는 미적 선택지는 낡고 버려지고 

쓸모없고 종결된 것이 됐다 회화는 우리가 가까스로 기억할 수 있는 가능. 

성이고 조각은 쇠를 용접하거나 청동을 주조하는 데 무관심해보이며 드, , 

로잉은 컴퓨터로 넘어갔음이 명백해 보인다.108) 

년대부터 변화한 매체 상황에 예술 매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크라1960

우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매체 조건은 가속화되어 예술 실천에서는 

탈매체적인 경향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개념미술 미디어 연구 후기 구조. , , 

주의 등의 영향으로 년대 이후 동시대 예술 실천에서는 매체보다 주1990

제를 앞세우는 혼합매체의 설치형식이 주류가 되고 비평적 측면에서도 매

체에 관한 담론이 쇠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크라우스로 하여금 포스트매체 조건이라는 테제를 제창  ‘ ’
하고 대안적인 매체 개념을 제시할 필요를 낳았다 즉 크라우스는 예술 영. 

역에서 매체에 관한 관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매체에 관한 논의를 개

시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포스트매체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적합‘ ’
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크라우스는 매체 특정. 

성을 중요시하는 그린버그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매체를 물리적 성질로 

환원하는 그린버그의 매체 개념을 비판하고 매체를 물리적 성질과 규칙을 , 

포괄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크라우스가 포스. 

트매체 상황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포스트

매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108) Rosalind E. Krauss, “‘...And Then Turn Away?’ An Essay on James Coleman.” 
October 81 (Summer 19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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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지지체와 규칙  (1) 

크라우스는 그린버그의 매체 개념으로는 변화한 매체 상황을 다룰 수 없

음을 인지하고 포스트매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매체 개념으로 자신의 , 

과거를 기억하는 역사적 매체 개념을 제안한다 즉 매체를 단지 물질적 성. 

질로 이해하는 매체 개념으로는 변화한 예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

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크라우스는 물질에 기반한 특정성 개념을 재고하. 

고 특정성을 매체의 역사와 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이해한다.

이에 따라 크라우스는 매체를   지지체와 규칙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한

다 그에 따르면 매체는 주어진 기술적 지지체의 재료적 조건에서 도출되. “
지만 그 조건과 동일하지는 않은 일련의 관습들 투사적, (projective)이면서 

기억이 나도록 돕는(mnemonic) 표현의 형식들을 전개시키면서 나오는 관 

습들”109)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술적 지지체i. 

매체의 지지체란 매체가 기억해야할 관습 즉 매체의 규칙을 도출하는 토, 

대다 이를테면 회화라는 매체는 이차원의 평면이라는 지지체에 의해 규정. 

된다 그리고 이차원의 평면이라는 그 조건을 다루는 전략들이 매체의 규. 

칙으로 만들어진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전통적 지지체에서 나아가 포스트. 
매체 조건 시대의 새로운 매체들을 지탱하는 ‘기술적 지지체(technical 

support) 개념을 제안한다’ . 

나는 물리적 매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기술적 지지체 로 대체한다 전통‘ ’ . 

적 개념에서 물리적 매체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의 지지체인 매체이다 이‘ ’ . 

를테면 캔버스가 유화를 떠받치는 것 철근이 석고나 점토의 지지대가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기반에 반대함으로써 기술적 지지체는 가능한 . , ‘ ’
대중문화 형식들 이를테면 애니메이션 필름 자동차 탐사보도 영화 같은 , , , , 

것에서 일반적으로 빌려온다 그리하여 기술적. ‘ (technical) 이 길드의 장인’ ‘

109)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Critical Inquiry, vol.25, no.2 (1999):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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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artisanal) 재료들을 대체한다 마찬가지로 지지체는 뮤즈들의 개별 이’ . ‘ ’
름들을 중립화한다.110) 

크라우스는 매체라는 단어가 전통적인 예술 장르의 물질적 지지체를 떠‘ ’
올리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술적 지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
다.111) 즉 캔버스에 물감 종이에 선 철근에 석고 등의 물질적 지지체는  , , 

그 자체로 회화 드로잉 조각으로서 장르가 됨으로써 매체라고 불렸으나 , , ‘ ’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매체를 물질적 지지체와 

동일시하는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때 기술적 지지체는 전통적인 예술의 장인적 지지체와는 다르게 애니  , 
메이션 필름 자동차 슬라이드 영사기 같이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예술 , , 

매체로 확장된다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 조건에서는 전통적 미적 매체가 .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술이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를 포용, 

해야 한다고 말한다.112) 

또한 기술적 지지체는 작품의 물리적 지지체의 단순하고 단일한 규정  “
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의 겹쳐진 메커니즘”113)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영화의 지지체가 셀룰로이드 스트립이나 스크린 영사기의 빛 , 

등 영화의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단일하게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요소를 영화의 기술적 지지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지. 

지체의 결합으로서 포스트매체 시대의 매체는 이들 지지체의 겹쳐진 메커

니즘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포스트매체 조건의 예술 . 

매체는 전통적 매체처럼 단일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다 크라우스는 여러 . 

매체가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매체 즉 복수의 지지체에 의해 구, 

110) Krauss, Under Blue Cup, 16.

111) Rosalind E. Krauss, “Two Moments from the Post-Medium Condition,” October 
116 (Spring 2006): 55-56. 

112)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가 망각과 비망각의 결합이라고 말하면서 이때 망각은  ‘ ’ ‘ ’ , 
소진된 매체“ (이를테면 유화)를 망각해야 하는 필요성 이라고 설명한다 즉 크라우스” . 
는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전통적 매체는 유효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Krauss, Under Blue Cup, 128.

113) Krauss, “Two Moments”,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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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복합 구조(complex structure)를 가진 매체를 지지한다.114)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크라우스는 집적 조건  ‘ (aggregative condition) 과 ’
장치‘ (apparatus) 개념을 참조한다 집적 조건이란 하나의 매체를 구성하’ . 

고 있는 여러 요소의 결합 상태를 의미한다 영화 이론에서는 이러한 집적 . 

조건을 장치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 .  

영화의 특정성을 사유하는 것이 주는 풍부한 만족감은 필름이라는 매체의 

집적 조건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집적 조건은 이 예술가들 구조주의 영. [

화감독]보다 약간 후대의 이론가들이 영화의 지지체를 장치 라는 복합적 ‘ ’
관념으로 정의하도록 한 조건이었다 장치라는 관념은 영화의 매체 또는 . 

지지체가 이미지들의 셀룰로이드 스트립도 그것들을 촬영하는 카메라도, , 

이 이미지들에 운동의 활기를 불어넣는 영사기도 그것들을 스크린에 전달, 

하는 영사기의 광선도 스크린 자체도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대신 필름의 , . 

매체 또는 지지체는 이들 모두가 합쳐진 것으로 여기에는 관객 뒤편의 빛, 

의 원천과 그들의 눈앞에 영사되는 이미지 사이에 사로잡힌 관객의 위치

도 포함된다 구조주의 영화는 단일하고 일관된 경험에서 다양화된 지지체. 

의 통일성을 생산하는 기획으로 자신을 정립하였다 이 경험에서 모든 요. 

소의 완전한 상호의존은 관람자가 자신의 세계와 의도적으로 연결되는 방

식의 한 모델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115) 

즉 영화의 매체는 어떤 하나의 단일한 요소로 환원될 수 없고 그것을 구, 

성하고 있는 여러 집적 조건을 모두 포괄하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 ’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체의 특정성은 하나의 단일한 기계에서 도출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성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진다 다, . 

시 말해 이러한 복합적 매체의 특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중 하나의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서로 상호의존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

114) 루셰이 콜먼 켄트리지 세라에 의해 이해되는 규칙들은  “ , , , [...] 그들의 작품의 지지 
체의 복합체 안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Krauss, Under Blue Cup, 87) 그러므로 특 “
정성이야말로 콜먼이 그의 영사된 이미지의 복합 구조를 만들면서 고려한 점이‘ ’
다.”(Ibid., 94)

115)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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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특정성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포스트매체로서 예술 매체는 전통적인 회  

화나 조각 사진의 형태에 안주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 하나의 , , 

매체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스는 형식의 측면에서는 혼합적인 작. 

품 형식을 포용하며 흔히 설치 작가라고 분류되는 작가의 작품도 매체, ‘ ’
의 관점에서 독해한다 예컨대 제임스 콜먼. (James Coleman)의 작품은 사

진 슬라이드 영사기 영사기의 빛 내레이션이 나오는 사운드 트랙 영사, , , , 

기가 내는 소리 등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매체가 된다 콜먼이 매우 . 

정교하게 여러 매체를 혼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크라우스는 긍정하면서 그, 

것이 오히려 그가 매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116)[도판10] 

그런데 이러한 복합 구조의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의 매체에 안  

주하지 않는 것인 동시에 기존의 매체와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 

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를 사용하는 작품들은 올드 미디엄. 

(old medium)과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콜먼의 경우 슬라이. , 

드 영사기를 기술적 지지체로 이용하지만 사진이라는 이미 공인된 예술 , 

매체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크라우스는 예술가가 새로운 기술적 . 

지지체를 도입하는 것을 예술 매체로 간주하는 것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자동차 탐사보도 등이 예술 매체라는 크라우스의 주장은 매체가 자. , 

의적으로 정의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디어미드 코스텔로. (Diarmuid 

Costello)는 에드 루셰이(Ed Ruscha)의 사진집 <스물여섯 개의 주유소

(Twentysix Gasoline Stations>(1963)[도판11]의 기술적 지지체가 자동차

라는 크라우스의 주장117)에 대해 자동차로 대신에 를 한다고 해서, “ x y , 

116) 크라우스는 콜먼의 작품에서 복합적인 이미지와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장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콜먼은 자신의 원본의 조심스럽게 “ ‘ ’
조정된 디스플레이 외에 순환하면서 전시되기 위한 작업의 다른 버전을 허락하지 않, 
을 것 이라고 말한다 즉 콜먼의 작품은 세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다시 설치되” . 
는 설치미술과는 다른 차원에 있으며 콜먼의 작품이 지니는 매체의 복잡한 구조에서 , 
매체 특정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Krauss, Under Blue Cup, 90, 
93)

117) 루셰이의 대표작  <스물여섯 개의 주유소>는 미국 서부 고속도로의 주유소 스물여섯 

개를 찍은 사진 연작으로 일반적으로 년대 캘리포니아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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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예술적 의미의 수단이라는 게 타당한가 라고 반문한다” .118) 단지  

예술가가 그것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예술 매체로 사용된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텔로는 루셰이의 작품이 자동차. , 

사진 책의 복합 구조를 매체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그것은 단, . 

지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규칙과 결합한 사진이다 이처럼 크라우스가 . 

다루는 작품들은 회화 조각 사진 비디오와 같이 그 시점에는 이미 예술 , , , 

매체로 공인된 올드 미디엄과 연관되어 있다 이 새로운 복합 구조의 매체. 

가 예술 매체인 것은 단지 예술가가 그 기술적 지지체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합 구조 안에 예술 매체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로써 크라우스는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를 도입하는 예술작품을 특정적 매

체에 기반한 예술의 전통에 편입시킨다. 

이처럼 크라우스는 여러 지지체의 집적 조건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의   

매체 특정성을 밝혀내는 것에서 나아가 집적 조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전자 매체도 특정적 매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전자 매체는 앞서 비디오에 . 

관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끊임없는 전자 전송 체계에 의해 유지되기 때

문에 물리적 속성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크라우스

는 텔레비전에 관한 새뮤얼 웨버(Samuel Weber)의 논의를 참조한다.119) 

으로 수용된다 여기서 크라우스는 루셰이가 매체를 창안했다는 점은 간과되었다고 . 
지적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루셰이의 매체의 기술적 지지체는 자동차이고 루셰이. , , 
는 자동차의 이동성에서 규칙을 찾아낸다.(Ibid., 76) 루셰이는 오클라호마부터 까 LA
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사진을 찍는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규칙적으로 . 
차창 너머로 찍는 사진은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이동 규칙을 따른다 차가 고속도로를 . 
달리면 어쩔 수없이 주유소에 멈춰서 주유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자동차의 규칙이다 루셰이의 사진은 이러한 자동차의 규칙을 따라서 자연스럽. 
게(즉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마치 영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데 쓰이는  . , 
카메라 돌리에 의해 쇼트의 움직임이 결정되듯이 자동차라는 지지체가 루셰이 작품, 
의 규칙을 결정한다.(Ibid., 20) 이 규칙을 드러냄으로써 즉 자기반성적으로 전면에  , 
내세우면서 루셰이의 매체는 특정적이게 된다. 

118) Costello, “Automat, Automatic, Automatism”, 849-854.

119) 북해에서의 항해 에서 크라우스는 웨버의 논의를 빌려서 전자 미디어인 텔레비전과  ,  
비디오가 형식적 통일성을 제공하지 않는 구성적 이질성을 지닌 매체라고 주장하지만, , 
그럼에도 비디오가 특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의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원적으로 해. 
체적인 매체로서 비디오가 포스트매체 조건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30-32) 그러나 이후 언더 블루 컵 에서 크라우스는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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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버는 그가 텔레비전의 구성적 이질성“ (constitutive heterogeneity) 이라고 ”
부르는 언제나 존중되어온 토대를 거부함으로써 존재론의 질문으로 옮겨간, 

다 웨버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규정하는 조건은 차이. (difference)다 이것은 . 

필름과의 차이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시각적 지각이라고 알려진 것과의 차, 

이이다 그가 결론내리기를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은 그 자체에 차이가 있. “ , 

다 왜냐하면 단수 명사 텔레비전에 의해 기호되는 현상들 안에 세 가.” ‘ ’ , 

지 다른 작동들 제작 전송, — (방송) 수용 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 — [...] 

그러므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시각 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분리 거주의 , 

세 장소 사이의 분할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텔레비전 스크린이 하는 것은 . 

이 보이지 않는 분리를 가져와서 단일한 게슈탈트로서 시각적 로고로 전, 

환하는 것이다 웨버의 결론은 텔레비전은 변별적 특정성. ‘ (differential 

specificity) 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특징지어져야 한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 . , 

들릴지라도 이 형식의 복잡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120)

크라우스의 언급대로 웨버는 텔레비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적 , ‘
이질성 개념을 도입한다’ .121) 웨버는 우리가 극도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
현상들을 지칭하기 위해 텔레비전이라는 단수 명사를 쓰는 것은 너무 쉽‘ ’
게 그 매체의 이질성을 간과하게 한다.”122)라고 말하며 텔레비전이 이질, 

적인 것들로 구성된 불균질한 매체임을 강조한다 텔레비전은 손쉽게 텔, . 

레비전 스크린으로 이해되지만 그 스크린은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 

라는 것이다 웨버에 따르면 영화가 내적으로 여러 요소의 결합임에도 불. 

구하고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상영되는 것과 달리 텔레비전은 광범위한 , 

전자 네트워크에 의존함에 따라 완전히 해체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

변별적 특정성을 지닌 매체로 보면서 이러한 전자 매체 또한 특정적 매체로서 미적 매‘ ’ , 
체로 창안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전자 미디어의 등장은 특정적 매체라는 . , 
개념을 파괴하면서 포스트매체 조건을 초래했으나 특정성 개념을 물리적 조건에 한정하, 
지 않고 접근한다면 그 매체들 또한 특정적 매체로 독해할 수 있다. 

120) Krauss, Under Blue Cup, 119-122. 

121) Samuel Weber, “Television: Set and Screen” in Mass Mediauras: Form, Technics, 
Med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108-128. 

122) Ibid.,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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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화처럼 원본으로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상영. (representation)되는 것

이 아니라 텔레비전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 완성된 작업이 아니, 

라 지금 여기에서 재생산(reproduction)되는 또 다른 시각의 의사동시성이, 

다.123) 즉 텔레비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 원본이고 어떤 것이 복 , 

제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 무언가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 . 

텔레비전은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보일지라도 실은 완전히 이질적인 것들, 

이 혼합된 매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텔레비전이 하나의 단일한 매체로 이해되는 것은 그것이 변  , ‘
별적 특정성을 갖기 때문이다 변별적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웨버’ . ‘ ’ , 

는 데리다의 차연과 반복가능성 개념을 참조하여 텔레비전의 ‘ ’ ‘ (iterability)’ 
특정성을 설명한다 웨버는 텔레비전은 하나의 스크린을 통해 데리다가 . “
흔적의 환원불가능한 반복가능성이라고 부른 것 속성으로 하여금 그것의 —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쪼개도록 하는 반복성(repeatability)—
이 오직 그것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124)라고 말한다. 

즉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나타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특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변하고 . “
보편적으로 타당한 본질 또는 구조를 가진 매체 로 보는 대신에 특정성을 ”
변별적 범주 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ifferential category) .125) 크라우 

스는 웨버의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전자 미디어와 같이 그 자체로 이질

적으로 구성된 매체도 특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변별적 . ‘
특정성 개념이 마치 데리다의 차연과 같이 역설적이라고 말하며’ ‘ ’ ,126) 변 ‘
별적이라는 조건이 그 매체의 특정성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 . 

크라우스는 웨버의 개념을 받아들여 브루스 나우먼의 비디오 작품이   

123) Ibid., 121. 

124) Ibid.,

125) Ibid., 109. 

126) Krauss, Under Blue Cup 그 역설은 데리다의 차연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 122. “ ‘ ’
다 즉 자기의 항상성의 특정성의 바로 그 가능성은 그것이 언제나 이미 나눠지고. ‘ ’ ‘ ’ , 
그로써 자기분화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해체됨을 의미한다.” (Ibid., 137 not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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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적인 분리가 통일적 전체“ (gestalt)로 표면화되는 장으로써”127) 텔 

레비전의 특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나우먼의 . <스튜디오 지

도 그리기-가망 없는 존 케이지(Mapping the Studio-Fat Chance John 

Cage)>(2001)[도판12]는 일곱 대의 비디오카메라로 자신의 스튜디오를 

촬영한 비디오 영상 작품이다 영상에는 어두운 스튜디오 안을 회색 쥐가 .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때 스튜디오의 콘크리트 바닥 색과 거의 차이가 없, 

는 회색 쥐는 어두운 화면 속에서 작은 털뭉치처럼 흐릿하게 움직이는 것

이 보인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이 작품은 어두운 화면 속에서 회색 형체. , 

의 움직임을 가까스로 보이게 함으로써 녹화의 장소로서 스튜디오와 수용

의 장소로서 전시장이 분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즉 나우먼의 이 작품은 . 

끝없이 분절되는 전자 매체의 특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크라우스. 

는 매체 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에 따라 텔레비전처럼 보편적인 본질을 갖

지 않는 전자 매체도 매체 특정성을 가질 수 있는 매체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지체는 유형의 사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규칙을 도 . 

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물질적 형태를 갖지 않는 것도 지지체로 작용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크라우스는 개념미술가 소피 칼. (Sophie Calle)의 

작품의 기술적 지지체가 신문 보도의 한 장르인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라고 주장한다.128) 칼은  <미행(La filature)>(1981), <전화번호 수

첩(Le carnet d'adresses)>(1983) 등의 작품에서 탐사보도의 형식을 통해 미 

지의 인물을 찾는 과정을 드러낸다. <전화번호 수첩>에서 칼은 길에서 주

운 전화번호 수첩의 주인을 추적하기 위해 그 수첩에 적힌 사람들을 인터

뷰하고 그 내용을 일간지 리베라시옹,  (Libération) 에 매일 실었다 칼은 . 
수첩의 주인에 대한 타인들의 설명을 통해서 미지의 인물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칼이 탐사보도라는 형식을 기술. 

적 지지체로 사용하고 그 관습과 규칙을 발견하여 자신의 작품에서 드러

냄으로써 자신의 매체를 창안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크라우스는 복합적으로 결합된 복수의   

127) Ibid., 122. 

128) Krauss, Under Blue Cu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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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단일한 형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전자 매체 규칙을 가진 무형의 , , 

형식을 지지체로 이해하고 이들 지지체를 이용하는 매체를 특정적 매체로 , 

인식한다.  

규칙ii. 

크라우스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의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매체가 창안‘ (invent) 된다고 설명한다’ .129) 즉 기술적 지지체에서  

도출되는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미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새로

운 예술 매체를 창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 

기술적 지지체의 문법과 통사구조 수사를 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130) 그 

러므로 이제 매체는 단지 물리적인 지지체만이 아니라 기술적 지지체와 

그것에서 도출된 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여기서 크라우스는 매체 개념에 규칙을 포괄하기 위해 스탠리 카벨  

(Stanley Cavell)의 오토마티즘(automatism) 개념을 참조한다 카벨은 영 . 

화의 존재론을 탐구한 저작 눈에 비치는 세계 (The World Viewed)
(1979)에서 매체로서 영화를 해명하기 위해 오토마티즘 개념을 제시한다. 

카벨에 따르면 영화가 카메라를 통해 세계를 자동적(automatic)으로 촬영

해서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오토마티즘이다.131) 즉 영화가 세상을 보는 방 

식은 카메라라는 매체의 속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데 그러한 특징, 

들이 오토마티즘으로서 영화라는 매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카벨은 이러한 오토마티즘 개념을 영화에서 나아가 예술 매체 전반에   

적용한다 카벨은 오토마티즘이란 예술의 물리적 기반에 의미를 부여하는 . “
것 으로서 형식 장르 유형 테크닉과 같은 예술적 발견” “ , , , (artistic 

129)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의 관습들을 발견한 예술가는 매체를 창안했다고 할 수 있 “ ‘ ’
다.” (Ibid., 19) 

130) 매체를 창안하는 것은 언어를 창안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매체에 관한 일이 문법“ . , 
통사구조 수사 같은 것을 갖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사용에서 역량으로 간, 
주되는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Krauss, “And Then Turn Away,” 6)

131) 영화를 본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 “ [세계를 보는 것]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

에 대한 책임을 우리의 손에서 해방시킨다.” (Stanley Cavell, The World Viewe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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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ies)”132)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카벨은 오토마티즘이라는 단어. 

가 예술이 그 안에서 조직되는 폭넓은 장르나 형식“ (푸가 댄스 형식 블, , 

루스) 과 장르를 촉발하는 국지적인 사건이나 정형적인 주제” “ (전조 자리, 

바꿈 카덴차, )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133) 예를 들어 서양음악 , 

에서 푸가라는 형식은 정형화된 악곡 형식으로서 작곡가로 하여금 그 형, 

식의 규칙을 활용하여 곡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134) 그러므로 영화에서  

오토마티즘이 카메라라는 기계가 가진 속성으로서 기계적인 것에 가깝다

면 전통적인 예술에서 오토마티즘은 예술가가 기댈 수 있는 일종의 규칙, 

에 가깝다. 

이러한 오토마티즘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전통적인 예술가가 자신  

의 천재적 재능을 예술작품에 부여하는 것과 달리 온전히 예술가의 역량, 

에 달린 것이기보다는 매체와 예술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도출된다. 

그러므로 오토마티즘을 통한 예술적 표현은 전적으로 매체에 의해 결정되

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술가의 의지가 구현되는 것도 아니다 카벨은 , . 

이처럼 자동적인 오토마티즘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예술가의 천재성보다 

작품이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작품의 자율성으로 무게를 

옮기고자 한다고 밝힌다.135)

카벨은 이러한 오토마티즘이 예술적 발견으로서 예술의 물리적 기반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소리라는 물리적 기반을 예술로서 .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푸가라는 규칙 즉 예술적 발견이라는 것이다, . 

132) Ibid., 105.

133) Ibid., 104.

134) 나는 그러한 것들 “ [장르나 형식 사건이나 주제, ]을 오토마티즘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것들이 예술적 성공이나 깊이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예술가는 하나의 전통을 연마하기 위해 그 전통이 입각하고 있는 오토마티즘, 
의 영역을 연마하게 되며 이러한 오토마티즘을 잘 사용하는 것에 의해 그의 일은 그 , 
전통 속에서 하나의 장소를 확보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Ibid., 104)

135) 매체의 창조를 오토마티즘의 창조라고 부르고 싶은 세 번째 동기는 다음과 같은  “
생각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노력의 목표가 단순히 내가 더 이상 내 . 
것이라고 인지할 수 없는 오토마티즘에 내가 갇히는 것을 막아주는 것뿐 아니라 작품

을 나로부터 해방하고 작품의 자율성에 새로운 근거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Ibid.,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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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카벨에 따르면 여기서 음악의 매체는 물리적 기반인 소리가 아, 

니라 그것을 예술로 만들어주는 푸가라는 오토마티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회화의 경우에는 회화의 매체는 우리가 회화로서 받아들이는 . , “
작품을 만들기 위해 물감이 사용되는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방법 전

부”136)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카벨은 물리적 요소로서 매체를 . 

대신하여 오토마티즘을 예술의 매체로 정의한다.   

나아가 카벨은 오토마티즘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근거로 전통적인 예술  

과 현대예술을 구분한다 카벨에 따르면 전통적인 예술에서 오토마티즘은 . 

하나의 분과 예술에서 예술가가 통달해야 하는 전통이다 예술가는 그 분. 

과 예술의 전통을 통달함으로써 그 제한 안에서 또 다른 사례를 창조한

다.137) 예컨대 전통적인 화가는 회화의 전통을 훈련하여 또 하나의 사례 , 

로서 회화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반면 현대 예술가의 과업은 더 이상 . “
자신의 예술에서 하나의 사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창

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오토마티즘을 확립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할 . 

수 있다.”138)라고 카벨은 말한다 더 이상 주어진 오토마티즘의 사례를 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오토마티즘을 창조하는 것이 현대예술의 본질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카벨에 따르면 모더니즘 예술의 본질은 전통적 매. 

체의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발견함으로써 오토마티

즘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더니즘 예술가는 오토마티즘의 사실 . “
자체를 탐구해야 한다.”139) 즉 카벨은 전통적 예술과 달리 모더니즘 예술 

은 매체 자체를 새롭게 발견하고 창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 

주어진 오토마티즘으로서 회화의 전통을 훈련하여 사례로서 회화를 생산하

는 것이 아니라 회화의 오토마티즘 자체를 탐구하여 또 다른 오토마티즘

을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회화를 창조하는 것이다.140) 

136) Ibid., 107.

137) 전통적 예술의 오토마티즘은 전통적 예술가가 그 사례를 덧붙이기 이전에 이미 주 “
어져있다 거장은 그것들을 탐구하고 연장한다. .”(Ibid., 107)

138) Ibid., 104.

139) Ibid., 107.

140) 카벨은 그 사례로 잭슨 폴록을 이야기한다 카벨은 폴록이 다른 화가들처럼 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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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벨의 이러한 오토마티즘 개념을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에 적용한  

다 그는 매체를 기술적 지지체로부터 도출되는 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 

정의하면서 그 규칙이 발생하는 방식 규칙의 성질 규칙과 예술가의 관계 , , , 

등에서 카벨의 입장을 따른다 먼저 오토마티즘을 확립하는 것이 현대 예. 

술가의 과업이라는 카벨의 주장을 따라 크라우스도 전통적 매체가 소진된 

포스트매체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기술적 지지체의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새

로운 매체를 창안할 것을 주장한다 즉 포스트매체 조건의 예술가는 전통. 

적 매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사물을 기술적 지

지체로 사용하고 그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매체를 창안해, 

야 한다 그리하여 윌리엄 켄트리지. (William Kentridge)는 애니메이션 필

름 에드 루셰이는 자동차 제임스 콜먼은 슬라이드 영사기의 규칙을 발견, , 

함으로써 새로운 매체를 창안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켄트리지는 애니메이션 필름과 드로잉을 지지체로 삼아 그   

규칙을 드러낸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의 비극을 주제로 다루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여러 편 발표하였다.[도판13] 

그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종이 위에 차콜이나 파스텔 등으로 그린 드로

잉을 필름으로 촬영한 것으로 하나의 장면 당 하나의 드로잉으로 구성되, 

어 있어서 켄트리지는 계속해서 그림을 지우고 덧그리면서 장면을 완성한

다 즉 한 장의 드로잉을 . 16mm(또는 35mm)의 필름으로 촬영하고 일부 

선을 지우고 덧그린 뒤에 다시 촬영하는 것을 반복하여 하나의 장면을 완

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애니메이션에는 필름의 프레임이 바. 

뀔 때마다 항상 앞선 프레임의 선이 지워진 흔적이 마치 잔상처럼 남는다. 

크라우스는 바로 이 점에서 켄트리지가 지우기‘ (erasure) 라는 규칙을 통해’
서 분할된 프레임의 연속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애니메이션 필름

이라는 매체의 특정적 성질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켄트리지는 일련의 규칙을 창안한 또 다른 예술가이다 그의 기법은 지우. 

를 창조하기 위해 오토마티즘을 사용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오토마” , “
티즘으로 회화를 창조 한다고 말한다 카벨은 폴록이 회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오토마” . 
티즘으로서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는 방식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Ibid., 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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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 모든 선은 소멸의 잠재적 흔적이고 수정될 자국이며 각각의 수정은 . , , 

필름의 프레임으로 기록된다 이 프레임들은 만화영화. (cinematic cartoon)

의 동적인 움직임(animated movement)을 생산하기 위해 프로젝터에서 결

합된다.141)

즉 켄트리지는 이전 프레임의 선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사용하는 

매체의 규칙을 숨기거나 간과하지 않고 드러내어 지시한다는 것이다 크라. 

우스에 따르면 이처럼 켄트리지는 기술적 지지체로서 애니메이션 필름과 

드로잉의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매체를 창안한다. 

나아가 이처럼 예술가들이 기술적 지지체의 규칙을 확립하는 과정에 대  

한 크라우스의 설명도 또한 카벨의 입장과 유사하다 카벨은 오토마티즘을 . 

통해 예술작품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잠재되어 있던 표현력이 발현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크라우스는 . 

이 점을 받아들여서 매체의 창안이 예술가의 역할과 함께 매체 자체가 스, 

스로 발현하는 규칙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상정한다 크라우스는 애니메이. 

션 필름의 규칙을 토대로 표현 방식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142)이 행복한 우연“ (포르투나[fortuna]) 이었다고 말하는 켄트리지의 말”
을 인용하며 매체의 창안은 기술적 지지체에서 도출되는 규칙을 예술가가 ,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때 바로 행복한 우연(fortuna) 켄트리지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거닐다가 ―
우연히 떠오른 무언가 이 찾아와서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 —

141) Krauss, Under Blue Cup, 84.

142) 켄트리지는  광산< (Mine)>[도판14]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인공인 광산 
소유주가 아침에 침대에서 나와서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켄트리지는 이에 대해 고민하며 스튜디. 
오를 거닐다가 우연히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주인공이 침대에서 아침을 먹는 장면. 
에서 침대에 올려져 있던 커피포트가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광

산의 노동 현장으로 이어지고 그 궤적을 따라서 아프리카의 여러 보물이 올라오게 함
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의 드로잉을 지우는 규칙에 따라서 커피포트는 아래. 
로 떨어지면서 드로잉의 일부분을 지워냈고 그 빈 통로를 통해 보물들이 올라오는 장

면이 연출 가능해진 것이다. Ibid. 참고, 9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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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전체를 보완해줄 장치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켄트리지는 그 생각이 . 

그가 돌아다니는 중에 떠오른 것이란 사실과 함께 즉흥적인, 

(improvisational) 것임을 강조한다 .143) 

그러한 기법은 예술가가 능동적으로 발명하는 것이기보다는 사물이 지닌 ‘ ’
규칙을 발견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렇게 내 앞에 있는 것을 간‘ ’ . “
과하지 않는”144) 것이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로부터 규칙을 확립하여 매 

체를 창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전적으로 예술가의 의지에 의존하는 . 

것이 아니라 기술적 지지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즉흥적일 수 있다 즉 크라우스의 규칙은 매체의 전통을 연마함으로써 도. 

출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지니고 있는 잠재성을 예술가가 즉흥적으로 

발견하는 것에 가깝다. 

이처럼 크라우스는 카벨의 오토마티즘 개념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  

지만 카벨의 입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카벨은 매체 개념을 오토마티즘, . 

으로 대신하지만 크라우스는 여전히 매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 ’ . 

크라우스에 따르면 카벨이 매체 대신에 오토마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 ’ ‘ ’
하는 것은 매체 특정성에서 멀어지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태도이다 크라우. 

스는 카벨이 매체의 일반화된 버전으로서 오토마티즘을 수용하는 것은 특“
정적 매체에서 물러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징후의 하나이다.”145)라고 말

하며 매체라는 단어를 포기하고 더 일반화된 단어인 오토마티즘으로 대체

하는 것이 매체 특정성의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크라우스는 자신도 . 

매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되었고 너무 이데올로기적이고 너무 교조적이“ , , 

고 담론적으로 너무 과잉되었기, ”146) 때문에 매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 

143) Ibid., 96-97. 

144) 포르투나의 이러한 양상을 밝히면서 켄트리지는 그 감각은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 “ , ‘
까웠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것을 간과하지 . , 
않았다는 안도였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왔다갔다거리는 와중에 떠올랐.’ . 
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발견의 즉흥적 성격을 강조한다, .” (Krauss, “The Rock,” 7) 

145) Krauss, Under Blue Cup, 19.

146)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5.



67

는 것을 고민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매체라는 단어야말로 예. ‘ ’
술의 문제로서 매체 특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고수한다고 밝힌다 즉 매체 특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 매체의 본질이. 

며 예술은 그러한 매체를 통해 정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내가 결국 매체 라는 단어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면 이는 이 ‘ ’
단어에 결부된 모든 오해와 오용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담론의 장을 개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 어휘의 측면에서 보 

자면 매체 특정성이라는 명칭에서처럼 특정성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 것‘ ’
은 오토마티즘 같은 것이 아니라 매체라는 단어이다 특정성은 대상화‘ ’ ‘ ’ . 

나 물화의 형식으로 재주조되어 남용되는 또 하나의 불행하게도 무거운 , 

개념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매체는 그 자체의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됨으로. 

써만 특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성이라는 개념은 . (그것

이 남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된 형태에서는) 한 매체 안에 겹쳐진 관습 

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논의하는 데 본질적인 것이다.147) 

그러므로 크라우스는 매체 특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매체라는 단어를 유지

하고 나아가 특정성을 매체의 규칙과 결부시킴으로써 특정성이라는 개념, 

을 남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즉 크라우스는 매체 개념“ ” . 

을 규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매체 특정성이 그 규칙에서 도

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로써 크라우스는 그 자체. “ [매체]의 물리

적 속성으로 환원됨으로써만 특정적인 매체 개념에서 벗어나 물리적 속” 
성이 아니라 지지체에서 도출되는 규칙을 드러냄으로써 특정적인 매체 개

념을 확립한다. 

매체의 기억과 변별적 특정성  (2) 

그렇다면 이처럼 지지체와 규칙이 결합한 매체의 특정성은 어떻게 규정되

147) Ibi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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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가 물질로 환원되는 매체 개념에서는 특정성이 매체의 물질적 ? 

성질로 규정되었다 이를테면 회화의 매체 특정성은 평면성이다 그러나 . . 

지지체와 규칙의 결합으로서의 매체는 단지 물질적 성질만으로 특정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크라우스는 그러한 매체의 특정성을 규명하기 위. 

해 역사를 고려한다‘ ’ . 

크라우스는 특정성이란 스스로를 지시하는 것  ‘ (pointing-to-itself) 이라고 ’
말한다.148) 즉 특정성은 그 자체로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자기지시적 

(self-referential) 재귀적, (recursive)인 것이다 예컨대 회화의 특정성이 곧 . 

회화라는 매체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스에 따르면 특정성을 . 

묻는다는 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곧 매체에‘ ’ . 

서 한 매체의 특정성을 묻는 것은 그 매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된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고 크라우스는 

말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은 보편적인 물리적 조. , 

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크. 

라우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질문은 항상 과거와의 연관 속에서 역사적으, 

로 답해진다. 

그에 따라 크라우스는 예술의 매체 개념이 중세 길드에서부터 이어져온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연관됨을 언급한다.149) 크라우스가 서술한  

것과 같이 중세 길드는 여러 분리된 공예들로서 예술을 주재하였다 이들. 

은 조각 주물 회화 직조 등으로 나뉘어서 장인에게 전문 기술을 전수받, , , 

으며 발전하였고 각 매체가 그 예술 장르를 규정하였다 회화의 경우에는 . 

평면 위에 물감과 같은 재료를 통해 현실을 재현하는 장르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에서 화가는 이차원의 평면성에 맞서서 물감으로 그린 , 

형상이 단지 물감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다소 허구적인 공간“ ”150)을 

만들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원근법을 도입하여 평면 너머의 공간을 그림. 

148) 이러한 스스로를 지시하는 것은  “ ‘ ’ 특정성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매체 특정성으로 
모더니즘 비평 담론에 들어가게 되었다.” (Krauss, Under Blue Cup 강조는 원저, 4. 
자)

149) Ibid., 3-4.

1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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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캔버스 위의 형상은 더욱 삼차원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모. 

더니즘의 시기에는 점차 캔버스 뒤의 공간을 폐기하고 평면 위에 기하학

적으로 형상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크라우스에 따르면 매체로서 회화는 그. 

것을 규정하는 조건인 이차원의 평면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를 해결하

는 여러 역사적 방법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크라우스가 매체를 . 

지지체와 규칙으로 정의할 때 규칙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러 

방법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스에게 매체 개념과 개별 매체의 특정성은 역사적인 것  

이다 하나의 매체를 다루는 방법론 즉 규칙의 집합으로서 역사가 그 매. , 

체 개념을 지탱한다 이를테면 회화라는 매체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회화. 

의 여러 규칙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 

에 그러한 매체의 특정성은 단지 회화라는 매체의 물리적 성질에서 도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화를 다루는 여러 규칙에서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크라우스에게 특정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규칙을 드러낸다. 

는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스는 예술작품이 자신의 특정성을 드러내는 방법. 

은 자신의 일부인 규칙을 지시‘ (pointing) 함으로써 전면에 드러내는’ ‘
(figure forth) 것이라고 말한다’ .151) 예를 들어 큐비즘 (Cubism)은 평면을 

체스판과 같은 격자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회화의 관습을 드러낸다 예전부. 

터 회화는 자신의 지지체를 다루는 규칙으로서 평면에 격자를 그리고 원

근법적 공간을 만들어내곤 했는데 큐비즘은 그 격자 자체를 주제로 삼고 , 

이를 캔버스의 표면에 세움으로써 전면으로 드러낸다 즉 큐비즘은 캔버스. 

의 평면을 다루는 규칙으로서 격자를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매체적 조건‘ ’
을 전면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스스로의 규칙을 지‘ ’ . ‘
시하여 그것을 전면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특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 ’ 
고 말한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자기규정이 바로 모더니즘의 재귀 구조  (recursive 

151) 그러한 지시의 행위는 예술가들이 그 실천에 있어서 수세기에 걸쳐 발견한 수많은  “
전략들로서 자기규정의 형식으로 이해된다 지시는 재현을 위한 지지체로서 매체에 . 
대한 직접적인 주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재귀적으로 그 지지체를 재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은 전면으로 드러내기라고 이름 붙인다. ‘ ’ .”(Ibi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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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라고 설명한다.152) 즉 모더니즘의 재귀 구조란 구조 내의 요소들 

이 구조를 발생시키는 규칙들을 생산해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 

이처럼 모더니즘의 재귀 구조가 규칙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는데‘ ’ , 

그린버그의 환원주의적 매체 개념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간과되고 단지 형식적 재귀성만이 다뤄졌다고 지적한다 크라우스는 하나. “
의 그림은 [...] 본질적으로 일정한 질서에 따라 결합된 색채들이 칠해진  

평면이다 라는 모리스 드니.” (Maurice Denis)의 말을 인용하며,153) 이 말에 

서 평면성으로 환원하는 본질주의만이 주목되었으나 사실 그 요점은 그‘ ’ , 

가 질서 즉 규칙을 생산하는 구조를 언급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 .  

그보다는 우리가 재귀 구조 즉 요소들 중 일부가 그 구조 자체를 발생시—
키는 규칙들을 생산하는 구조 라고 부를 수 있는 겹쳐지고 복잡한 관계를 —
그[모리스 드니]가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무시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렇다. 

또한 이 재귀 구조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매체를 전통적으로 기술‘ ’ (technique) 문제와 연결시키는 관점들에 잠재되 

어 있는 것이다.154) 

이처럼 크라우스는 모더니즘의 재귀 구조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특정성 개

념을 받아들이지만 특정성의 수단으로서 규칙을 도입하면서 자신이 말하, 

는 특정성을 환원적인 모더니즘 이론과 구별한다 즉 재귀 구조를 매체 자. 

신의 물리적 속성에 한정되지 않는 매체의 요소들이 발생시키는 규칙으로 

접근하면서 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성을 정의한다.155) 그린버그가  

매체 특정성을 매체 자신의 물리적 특성에 천착하는 것으로 규정적으로 

만들었다면 즉 주어진 것으로 정의했다면 크라우스는 매체의 특정성에 , , 

152) 모더니즘 이론은 이러한 자기규정을 재귀 구조로 간주한다 즉 그 구조의 일부 요 “ . 
소가 그 구조 자체를 발생시키는 규칙들을 생산하는 구조로 간주한다.” (Ibid., 4)

153)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6.

154) Ibid., 6-7. 

155) 크라우스는 자신이 개시하고자 하는 특정성이 길드의 규칙 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 ”
분명하게 밝힌다 내가 언더 블루 컵 에서 개시하고 싶은 특정성은 길드의 규칙에 . “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Krauss, Under Blue Cu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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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습을 포괄하면서 매체를 관습의 겹침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크라우. 

스는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재귀 구조에 주목함으로

써 모더니즘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러한 관습의 겹침으로서 매체는 하나의 단일한 정의로 규정될 수 없  

다 예컨대 회화는 그 관습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역사적으로 계속 변주된. 

다 어느 시기에는 원근법이 관습이고 어느 시기에는 평면성이 관습이 되. , 

는 식으로 회화라는 개념 안에 서로 다른 의미의 회화가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라우스는 관습의 겹침으로서의 매체가 자기분화적‘
(self-differing) 이라고 설명한다’ .  

매체들의 특정성은 심지어 모더니즘적인 매체들조차도 변별적(differential)

이고 자기분화적인 것으로 따라서 단순히 그 지지물들의 물리적 성질로 , , 

함몰되지 않는 관습들의 겹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6) 

크라우스는 앞서 언급한 웨버의 개념을 빌려 복수의 지지체들의 결합과 , 

관습들의 겹침으로서 매체는 변별적 특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 .157) 데 

리다의 차연 개념을 참조한 변별적 특정성을 통해 크라우스는 관습의 겹‘ ’ 
침으로서 매체가 하나의 고정된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고 하나의 

매체 안에 여러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가진 하나의 매체, 

로 인식한다. 

이처럼 크라우스에 따르면 매체는 관습과 규칙의 겹침으로서 역사적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매체 특정성이 가능한 것은 예술이 미적 매체의 전통. 

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매체 특정성을 망각한 설치미술류의 ‘ ’ . 

작업이 만연한 포스트매체 조건의 시대에서도 특정적인 미적 매체를 기억

156)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53. 

157) Ibid., 56. 크라우스는 이러한 변별적 특정성 개념을 앞서 언급한 새뮤얼 웨버의  ‘ ’ 
논의에서 빌려오고 있다 웨버는 데리다를 참조하여 텔레비전이라는 근본적으로 이질. 
적인 것으로 구성된 매체의 특정성을 변별적 특정성으로 접근한다 웨버는 본래 전‘ ’ . 
자 매체를 분석하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하지만 크라우스는 이 개념을 빌려와 전자 , 
매체만이 아니라 전통적 매체 개념을 확장하는 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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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기억이 흔적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체 특정성은 유지될 수 , 

있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북해에서의 항해 포스트매체 조건 시대의 예. : 
술(“Voyage on the North Sea” Art in the Age of the Post-Medium 

Condition)(2000)과 매체의 재창안｢ (Reinventing the Medium)｣(1999)에

서 벤야민의 사유를 참조하여 쇠퇴한 매체에서 기억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 

관점을 발전시켜서 언더 블루 컵 에서는 포스트매체 조건에 내재되어 있 
는 매체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확장된 매체의 장을 구성한다. 

북해에서의 항해 쇠퇴한 것의 구원가능성. : ⅰ  

북해에서의 항해 는 년 월터뉴라스 기념 강연에서 발표된 뒤 단행본1999 
으로 출간되었고 매체의 재창안 은 년 크리티컬 인콰이어리, 1999｢ ｣ 
(Critical Inquiry) 의 벤야민 특집호 새로운 천사 벤야민에 관한 관점들‘ : 
(Angelus Novus: Perspectives on Walter Benjamin) 에 실렸다 포스트매’ . 

체 논의의 초기에 해당하는 두 글에서 크라우스는 벤야민을 적극 인용하

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크라우스는 미적 매체가 쇠퇴한 포스트매. ‘ ’
체 상황에서 다시 매체를 논할 수 있도록 매체 개념을 구원해야 한다고 ‘ ’
말한다 이들 단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크라우스는 그 근거로 벤야민. 

을 참조한다. 

흔히 벤야민은 미디어 연구의 해체적인 매체 개념에 영향을 줬으며 기  , 

술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당시의 새로운 매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1936)에서 복제 기술의 

발달과 아우라의 소멸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예술작품의 본성과 인간 감각

이 조직되는 방식을 바꾼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상황을 자체를 다룬다.158) 

158) 비교적 큰 규모의 역사적 시공간 내부에서 인간 집단들의 전 존재 방식과 더불어  “
그들의 지각의 종류와 방식도 변화한다 인간의 지각이 조직되는 종류와 방식 즉 인. —
간의 지각이 조직화되는 매체 은 자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져 —
있다. [...] 오늘날에는 그런 식의 통찰을 하기에 조건이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현 . 
재 그 증인이 되고 있는 지각의 매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아우라의 붕괴로 ,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사회적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발터 벤
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발터 벤야민 선집 권 최성만 역 , , 2 , ｢ ｣   (도서출판 길, 



73

벤야민의 이러한 입장은 매체 일반이 조직하는 환경을 다루는 데 집중한

다는 점에서 미디어 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벤야민이 . 

한편으로는 매체의 해체적인 관점을 제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적 매체를 돌아보는 데 관심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되돌아보기는 . 

벤야민의 사유 곳곳에서 나타나는 회고적 태도와 관련된다고 크라우스는 

말한다.

비록 벤야민의 텍스트는 미래에 대한 예견적이며 긍정적인 지향이라는 데

에 주안점을 두고 해석되었지만 그보다 벤야민 자신이 선호했던 입장은 , 

되돌아보기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의 역사에서 유행이 지나 버려진 것. 

들에 대한 초현실주의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계승하는 점에서도 파괴의 폭, 

풍을 되돌아봄으로써 역사적 진보를 환영했던 파울 클레(Paul Klee)의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로 가장하는 점에서도 그렇다.159)

크라우스의 이러한 주장은 초현실주의와 낡은 사물에 관한 벤야민의 입  

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벤야민은 낡은 사물에 관심을 갖는 초현실주의 . 

작가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브르통은 자랑스럽게도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제일 먼저 낡아버. ‘
린 것에 나타나는 혁명적 에너지와 맞닥뜨린다 즉 최초의 철 구조물 최’ . , 

초의 공장 건물 최초의 사진들 사멸하기 시작하는 대상들 살롱의 그랜드 , , , 

피아노들 년 전의 의상들 유행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의 상류층 스탠드바, 5 , 

들이 그것들이다 이 사물들이 혁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무도 이 작. 

가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 사회적 빈곤뿐만 아니. 

라 똑같이 건축상의 빈곤 실내장식의 빈곤 노예화된 사물들과 노예화시키, , 

는 사물들이 혁명적 니힐리즘으로 반전(反轉)하는지를 이 예언가들과 기호

해석자들 이전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160) 

2007), 48-49)

159)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289-290. 

160) 발터 벤야민 초현실주의 발터 벤야민 선집 권 최성만 역  , , 5 , ｢ ｣   (도서출판 길, 
20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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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자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유와 의식을 조

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버려진 사물. , 

쓸모없고 하찮은 사물에서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벗어난 새로운 통

찰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벤야민은 이러한 사유를 따라서 낡아. , 

버린 사물이 지니고 있는 혁명적 에너지를 주장한다 한때는 최신의 상품. 

으로서 유행하던 물건이 구식이 되어 버려졌을 때 자본주의 질서 바깥에 , 

있는 그 사물에서 혁명의 가능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파리의 낡은 아케. 

이드 기차역 교각 등에 대한 벤야민의 관심은 그러한 관점의 소산이다, , . 

벤야민은 그러한 낡은 사물에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유토피아를 향한 

소망이미지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 .  

벤야민에 따르면 모든 기술은 그것이 탄생할 때 유토피아를 향한 소망  

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소망은 망각되고 부정적 면모가 , 

드러난다 예컨대 우리는 폭격기를 보면서 인간의 비행에 대한 레오나르. “
도 다빈치의 기대를 기억하게 된다 그가 공중으로 떠오르려 했던 것은 . 

산꼭대기의 눈을 가져다가 한여름 뙤약볕으로 이글거리는 도시의 거리에 ‘
뿌려주기 위해서였다’ .”161)라는 벤야민의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비행기의 , 

기술은 유토피아적 소망으로부터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소

망은 망각되고 폭격기라는 부정적 면모가 드러난다 그러나 여전히 다빈. “
치의 기대 를 희미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듯이 유토피아적 소망이미지는 ”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한다 벤야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한 시대에는 그 시대에 이어지는 다음 시대의 이미지들이 꿈속에 등장하는

데 이 꿈속에서 다가올 시대는 원사, (Urgeschichte)의 요소들 다시 말해 , 

계급 없는 사회의 요소들과 혼융되어 나타난다 이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한 . 

경험들은 집단적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고 이 경험들은 새로운 것과 상, 

호침투하여 유토피아를 빚어낸다 이 유토피아는 오랫동안 남는 건축물에. 

161) 이 글은 벤야민이 피에르 -막심 쉴(Pierre-Maxime Schuhl)을 인용한 것이다.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d. V, hg. Rolf Tiedemann und Hermann 
Schweppenhäser (Frankfurt a. M.: Suhrkamp, 1972-1989),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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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하여 신속히 지나가버리는 유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삶의 형상들 

속에 그 흔적을 남겼다.162) 

즉 한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들에는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가 담겨

있으며 그러한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된다할지라도 흔적으로서 남게 

된다 벤야민은 세기의 아케이드가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말한다 유리. 19 . 

와 철골로 이루어진 아케이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유토피아적 소망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한 유토피아적 소망은 시간이 지나서 아케이드가 낡은 . 

것이 되었을 때도 흔적 으로 남는다“ ” . 

그러므로 잊혀진 유토피아적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현재의 상태  , 
에서 깨어나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망각으로부터 깨어나기. (각성)를 요청하

는 것이 벤야민이 낡은 사물을 되돌아보는 것의 근본 의도이다 그러한 깨. 

어나기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중단시키는 위기의 순간 즉 인식가능성, 

이 열리는 지금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휙 지나간다 과거는 인식 가능한 순간에 인식되. 

지 않으면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사라지는 섬광 같은 이미지로서만 붙잡

을 수 있다. [...]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어떠 ‘
했는가를 인식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의 순간에 섬광’ . 

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는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유물론의 중요한 . 

과제는 위험의 순간에 역사적 주체에게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

지를 붙드는 일이다.163)

이에 더해 벤야민은 이러한 깨어나기가 가능한 것은 기억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잊히지 않고 떠오르는 기억 즉 비자의. , 

적 기억에 의해 과거가 떠오르면서 깨어나기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역사를 연구하는 새로운 변증법적 방법은 현재를 깨어있는 세계로서 즉 , 

162) 발터 벤야민 세기의 수도 파리 발터 벤야민 선집 권 , 19 , 5 , 187.｢ ｣  
163) 벤야민 역사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권 , , 5 , 333-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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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부르는 꿈이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로 경험하는 기법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꿈의 기억을 통해 철저. 

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 따라서  기억(Erinnerung)과 깨어나기(Erwachen)

는 아주 긴밀한 친화관계에 있다 즉 깨어나기는 회상. (Eingedenken)의 변

증법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164) 

즉 유토피아적 소망에 대한 기억 과거에 존재했으나 잊혀진 것들에 대한 , 

기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벤야민의 주장

이다 그러므로 벤야민에 따르면 역사유물론의 과제는 과거와 연속한 현재. 

의 일상적인 시간이 깨지는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기억 속에 잠재된 과, 

거의 이미지를 붙잡음으로써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벤야민의 이러한 관점이 사진의 작은 역사  ｢ (Kleine 

Geschichte der Photographie)｣(1931)에서 사진이라는 매체에 접근하는 방
식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이 . ｢ ｣
해체주의적 관점을 제공한 것과 달리 사진의 작은 역사 는 근본적으로 , ｢ ｣
사진이라는 하나의 매체의 역사를 다룬 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165) 즉  

이 글은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성찰로서 그의 회고적 태도에 의해 구축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기술복제 시대]를 순수하게 축하하는 것과는 반대로 벤야민의 , 

사진에 대한 성찰도 또한 그의 회고적 태도라는 틀에 따라 주조된 것이다. 

벤야민식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태도는 테크놀로지 탄생의 화석으로서, [이

미] 주어진 테크놀로지 형식의 유행이 지난 단계가 그 테크놀로지 자체의  

구원적 이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166) 

벤야민은 사진의 작은 역사 에서 세기 초에 다게르가 은판 사진을   19｢ ｣
발명한 것에서 시작하여 그 글이 쓰인 시점인 세기 초까지의 사진의 역20

164) Benjamin, GS 강조는 인용자 V, 491. . 

165)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291.

166)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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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되돌아본다 이 글에서 벤야민은 사진이 발명된 처음 년이 사진의 . 10

전성기라고 말한다.167) 그 시기에는 줄리아 마거릿 캐머런 (Julia Magaret 

Cameron) 빅토르 위고, (Victor Hugo) 데이비드 옥타비우스 힐, (David 

Octavius Hill) 같은 이들이 가족 친구 일반인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 , , , 

러한 사진들은 예술을 입증하는 증거물 이 아니었으며 상업적 관계에서 “ ”
찍힌 것도 아닌 사적인 목적에 사용된 보조수단 이었다“ ” .168) 또한 당시 카 

메라가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들은 카메라 앞에 오랫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모델들을 순간에서 벗어나 , “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 살도록 하기 때문에 초창” 
기의 사진은 최근의 사진보다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감동 을 주었“ ”
다.169) 벤야민은 이처럼 사진이 개인적 관계에서 촬영되고 충분한 촬영시 

간으로 모델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던 이 시기를 사진의 전성기라고 말

한다. 

그러나 이후에 사진이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관례적인 초상사진이   

유행하게 되면서 사진은 타락한다 이 초상사진은 상업사진가들에 의해 생. 

산되는 사진으로 교묘한 수정을 가하여 인위적으로 아우라를 만들고 자신, 

을 예술로 가장한다.170) 벤야민은 이러한 예술을 가장한 초상사진이 유행 

한 시기를 사진의 몰락기로 본다 그리고 비로소 벤야민의 동시대에 이르. 

러서야 사진은 진정성으로 회귀 함에 따라 초창기 사진의 면모가 다시 “ ”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171) 즉 당시 자본주의 산업이 흔들리게 된  “

167) 최근에 나온 문헌들은 사진의 전성기가 힐과 캐머런 위고와 나다르가 활동했던  “ , 
처음 년간에 해당한다는 비상한 정황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년은 사진이 10 . 10
아직 산업화되기 이전의 시기이다.”(벤야민 사진의 작은 역사, , 154-155｢ ｣ ) 

168) Ibid., 158.

169) Ibid., 171.

170) 사진사들은 년 이후에는 사라져가는 아우라를 모든 덧칠 기법 특히 이른바  “ 1880 , 
고무판 사진을 통해 조작해내는 것을 그들의 과제로 보았다.”(Ibid., 181) 

171) 바로 이러한 물음들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을 다게르 은판 사진과 갈라놓는 년이 “ 90
라는 시간적 격차가 역사적 긴장으로부터 방전되고 있다 이렇게 방전되는 불꽃의 빛 . 
속에서 초창기 사진들이 그처럼 아름답고 좀체 접근할 수 없게 우리의 조부모가 살던 

시절의 어둠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Ibid.,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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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172)은 사진으로 하여금 다시 산업화 이전의 초창기 사진의 기법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아우구스트 잔더, (August Sander) 같은 사진가들에 의 

해 다시 초창기 사진의 긍정적 면모가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즉 잔더가 농. 

부 노동자 장인 자본가 등의 온갖 계층과 직종의 사람들, , , “ ”173)을 찍어보

여줌으로써 예술인 척하는 상업적 초상사진에서 벗어나 다시 초창기 사진, 

과 같은 진정성 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 .  

크라우스는 이러한 벤야민의 사진에 대한 성찰이 쇠퇴한 것에서 유토피  

아적 이미지를 상기하는 그의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 유토피아적 약속은 사진이 아직 아마추어의 취미였을 때 친구들끼리 , 

교환하는 매체였을 때 그때 사진이 지니고 있던 것이다 즉 그때는 사진, . 

이 상업화되고 상업적인 것으로 굳어지기 전이다 나아가 기술이 그것 자, . , 

체의 쇠퇴에 의해 갑자기 쇠락하는 지점에 그것의 외장, (外裝)은 붕괴되고 

그것의 약속의 기억은 풀려나온다는 것이 벤야민의 생각이다 그리고 여기. 

서 벤야민은 낡은 것의 외장의 틈에서 생겨나는 것을 통해 기술화된 공, , 

간의 총체성의 바깥을 언뜻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174) 

크라우스에 따르면 벤야민이 사진이라는 매체의 역사를 다루면서 사진이 

쇠퇴한 시점에 초창기의 유토피아적 약속이 다시 기억되었다는 점을 밝히

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벤야민의 이러한 통찰을 참조하여 특정적 . 

매체가 쇠퇴한 오늘날에 다시 매체의 구원 가능성이 도래한다고 주장한

다.175) 

크라우스는 동시대 예술에서 사진의 예를 들며 하나의 매체가 쇠퇴한   
뒤에 재창안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우선 년대에 개념미술과 사. 1960

172) 오늘날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의 전성기를 되돌아보는 사진 기법들이 자본주의 산업 
이 흔들리게 된 정황과 은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닐 것, 
이다.”(Ibid., 154-155) 

173) Ibid., 187.

174) Krauss, “‘The Rock’: William Kentridge’s Drawings for Projection.” October 92 
(Spring 2000): 34.

175)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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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결합한 사진개념주의적 실천에 의해 사진이라는 매체가 절정의 순간

에 이르렀음을 상기한다.176)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은 예술의 자율성과 매체  

특정성을 해체하는 개념미술의 테제와 결합하여 예술 실천을 해체하는 도

구로서 각광 받으면서 예술의 매체로 인정받게 된다 즉 개념미술가는 미. 

적 매체의 특정성을 해체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사진을 사용하였고 덕, 

분에 전통적인 미적 매체가 아닌 사진은 불안정한 지위를 극복하고 제도 

예술 안으로 편입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개념미술가들은 여러 방법으로 . 

사진을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는 예술 아닌 것의 모습 을 하기 위해 사, “ ”
진의 아마추어적 스타일을 이용하는 것이다.177) 이를테면 휴대용 브라우니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약국과 슈퍼마켓의 사진인화소에서 사진을 인화하여 

비전문가적 사진을 구현하였다는 것이다 또는 에드 루셰이의 주유소 사진. 

들 더글러스 휴블러, (Douglas Huebler)의 기교 없는 지속 사진들[도판15]

도 아마추어리즘을 구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로써 사진이라는 매체는 그 . 

절정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의 절정은 곧 쇠퇴를 맞이하게 되는데 펜탁스와   , “
니콘을 뽐내는 관광객과 소풍객 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보통의 시민들” “
이 전문가 수준의 장비를 갖게 되고 아마추어리즘은 더 이상 기술적 범‘ ’ , 

주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78) 즉 고해상도의 사진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 

176) Ibid., 295.

177) Ibid.

178) Ibid., 296. 크라우스는 이 표현을 제프 월 (Jeff Wall)의 글 “Marks of Indifference”
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월은 아마추어리즘의 전략을 취한 사진개념주의의 쇠퇴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는 펜탁스나 니콘을 뽐내는 관광객과 . “1960
소풍객을 보았다 그전까지 그들은 코닥 또는 호크아이나 인스타매틱 같은 코닥과 비. 
슷한 것들을 사용하였다 그것들은 년 모델의 브라우니 카메라와 그다지 다르지 . 1925
않았다 그러므로 아마추어리즘의 모방이 년쯤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1966 . 
때는 아마추어 사진의 이스트먼‘ [코닥의 창업자]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었고 니콘과  ’ , 
폴라로이드가 혁신을 일으키던 순간이었다 그 모방은 일반 시민들의 이미지 생산 능. 
력을 비약적으로 도약하게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상황의 문지방에서 일어났다 그, . 
러므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때는 관습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 사회적 범
주로서 아마추어 사진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 . [사진]개념주의는 마치 과거가 미래로 
쏜살같이 흘러가듯이 과거가 되었다. [...] 만약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면 그리고 그  ‘ ’ , 
예술가가 사진가라면 그는 고해상도의 사진 장비가 전문가들의 독점적인 소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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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아마추어적 스타일의 사진이 특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 

해 년대 초에 이르면 그 관광객들은 캠코더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1980

였고 비디오, (그리고 이후 디지털 이미지)가 필름사진을 대체하였다 그 . 

결과 사진은 갑자기 산업적 폐기물들 중의 하나 즉 주크박스나 트롤리 “ , 

전차와 같이 새롭게 성립된 골동품이 되었다.”179)

그러나 크라우스는 사진이 바로 이 지점 낡은 것이 된 바로 그 상황  “ , 

에 미적 생산과의 새로운 관계에 진입”180)하였다고 말한다 년대에 . 1980

예술 실천에서 사진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크라우스, 

는 그것이 사진이라는 매체가 재창안된 것이라고 말한다 크라우스는 사진. 

의 그러한 새로운 사용의 사례로 아일랜드 예술가 제임스 콜먼을 제시한

다 크라우스는 콜먼이 사진이라는 매체를 영사되는 슬라이드 테이프 형태. 

의 사진으로 재창안하고 있음을 설명한다.181) 

콜먼의   <이니셜(I N I T I A L S)>(1993-94)182)[도판10]은 슬라이드 

영사기(slide projector)를 통해서 보여지는 슬라이드 테이프의 스틸 사진

벗어나 소비주의의 물결의 최고조에서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 되는 과정과 함께 그렇

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에 아마추어리즘은 기술적 범주이기를 멈춘 
다 그것은 유동적인 사회적 범주임이 드러난다. .” (Jeff Wall, “Marks of Indifference: 
Aspects of Photography in, or as, Conceptual Art,” in Reconsidering the Object of 
Art, 1965-1975, edited by Ann Goldstein and Anne Rorimer (Los Angel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5), 264-265)

179)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296.

180) Ibid.

181) Ibid., 304.

182) 콜먼의 다른 작업인  <Background>(1991-94)와 <Lapsus Exposure>(1992-94)을 포
함하는 트릴로지의 하나로 세 작품은 모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 
는 한 무리의 인물들을 보여준다 앞의 두 작품은 각각 고생물학 연구소와 녹음실이. , 
<이니셜>에서는 더블린 외곽에 있는 폐쇄된 폐결핵 병원이 배경이 된다 사용이 중단. 
된 병원에는 환자용 침대가 아무렇게나 쌓여있고 한쪽에서는 배우들이 세기 정통 , 18
복장을 입고 있고 한쪽에서는 현대의 일상복을 입고 있다 한편 이미지와는 무관하게 . 
사운드에서는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텍스트를 읽는다 그것은 싸구려 로맨스 소설 텔. , 
레비전 드라마 아일랜드 문학작품에서 발췌한 문장들이다 서로 이어지지 않는 문장, . 
들은 여자 아이에 의해 일상적인 목소리로 간혹 중단되지만 읽혀진다 이때 이미지, , . 
가 과도하게 연극적으로 연출된 것과 상반되게 사운드의 텍스트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둘 사이의 간극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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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로 재생되는 사운드로 구성된다 더블린 외곽에 있는 폐쇄된 병CD-R . 

원을 배경으로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 이미지가 벽에 영사되고 동시, 

에 이미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싸구려 로맨스 소설 텔레비전 , , 

드라마 아일랜드 문학작품에서 발췌한 문장들을 읽는 여자 아이의 목소리, 

가 사운드로 재생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콜먼은 슬라이드 테이프를 지지체로 사  , 

용하면서 낡은 매체가 된 사진과 슬라이드 테이프를 새로운 예술 매체로 

재창안한다. 

제임스 콜먼은 [...] 그의 작품의 거의 독점적인 지지체로 영사된 슬라이드  

테이프 형태의 사진을 사용한다 이러한 지지체 타이머에 의해 슬라이드의 . —
교체가 통제되고 사운드 트랙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슬라이드 연속, 

체 는 물론 사업용 프레젠테이션이나 광고— (기차역이나 공항의 대형 디스

플레이를 떠올리면 된다)로부터 유래되었다.183) 

크라우스는 콜먼의 매체가 슬라이드 테이프 형태로 영사되는 사진에 사운

드 트랙을 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매체는 사진이라는 기존의 . 

매체와 연관성을 갖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매체인 슬라이드 테이프를 

새롭게 끌어들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콜먼은 대중문화의 하나인 사진소설의 관습을 기억하여   ‘ ’
사진 매체의 재창안에 활용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콜먼의 사진 속 인물. , 

들의 기이한 코레오그래피“ ”184)로서 이중 대면‘ (double face-out) 은 사진’
소설의 관습에서 온 것이다.185) 이중 대면이란  ‘ ’ <이니셜>에서 하나의 프

레임 안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직

접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구도를 말한다.186)[도판16] 자연스럽게 서로를  

183)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296-297.

184) Krauss, Under Blue Cup 콜먼의 작품에 관한 설명은 언더 블루 컵 에서도 반, 80.  
복하여 등장한다.  

185)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300.

18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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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어색하게 화면 밖을 응시한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이상한 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소설과 . 

만화에서 인물들이 표현된 방식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한다.[도판17]

영화는 인물의 대화 장면에서 각 인물이 상대방이 아니라 카메라를 정  

면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할지라도 편집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본다 그러나 만화나 사진소설은 프레임의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 

있고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영화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 

않기 때문에 한 프레임에 한 인물만 담아서는 대화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

개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에서 대화하는 인물은 어색하게 측면. 

을 바라보는데 만화의 독자는 오히려 이러한 문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를 자연스러운 대화 장면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이러한 관습이 이중 대면. ‘ ’
으로서 정지된 이미지의 연속을 특징으로 갖는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도출, 

되는 기법이라고 크라우스는 말한다 그에 따르면 콜먼의 작품은 사진을 . 

정지된 이미지의 연속의 매체로 재창안하면서 또 다른 정지된 이미지의 , 

연속의 매체에서부터 규칙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콜먼은 사진과 슬라이드 테이프 사진소설 등의 매체를 결합하여   ,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크라우스는 이때 콜먼이 슬라이드 테이. 

프로부터 새로운 매체를 창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유행이 지난 사물, 

로서 어떤 구원적 가능성 사진 이미지를 새롭게 제시할 가능성 을 지녔— —
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일종의 유전자 표지처럼 상용화된 슬라이드 테이프 안에 새겨져 있는 마, 

술 환등기 쇼라는 이러한 자원은 콜먼의 기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적이

다 콜먼의 기획은 이 기술적 지지체에 저장된 창의적 능력 테크놀로지의 . , 

무장이 그 자체의 쇠퇴라는 힘에 눌려 허물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작스

레 회복될 수 있게 된 창의적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슬라이드 테이프. 

를 매체로서 재창안 하는 것 여기서 내가 콜먼이 야심적으로 행하는 것‘ ’ —
이라 주장하는 것 은 이 인식적 능력을 해방시켜 이를 통해 테크놀로지적 —
지지체 자체 내의 구원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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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콜먼은 슬라이드 테이프라는 매체에 각인되어 있는 오랜 관습의 

겹침을 해방시킴으로써 새로운 매체로 재창안한다고 크라우스는 말한다. 

즉 슬라이드 테이프가 더 이상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낡은 매체가 되

었을 때 그 매체는 미적 생산과의 새로운 관계 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 ” , 

콜먼은 그 매체를 예술 매체로 재창안한다 물론 콜먼의 작품에서 사용‘ ’ . 

된 낡은 매체에는 사진과 사진소설도 포함될 것이다 콜먼은 그러한 지지. 

체들을 결합하여 그것들의 관습의 겹침으로서 새로운 매체를 창안한다 그. 

러므로 크라우스가 말하는 매체의 구원은 낡은 매체가 되어버린 사진을 

다시 과거와 같이 복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다른 매체와 결합하여 . 

변화한 매체 조건에 적합하게 새로운 매체로 재창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와 관습의 기억이 역사화된 전통을 복원하거나 계승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은 크라우스가 이후 저작에서 다시 벤야민의 역사철학을 

강조하면서 드러난다 크라우스는 벤야민의 역사 개념에 대하여. ｢ ｣(1940)

를 인용하며 매체의 역사가 단선적 진보적인 모더니즘적 시간이 아니라 , 

불균질한 시간 안에 있음을 주장한다. 

 
호랑이의 도약 잠재성으로서 매체— 
발터 벤야민은 역사를 텅 빈 동결된 시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역사, . 

는 잠재성의 구조이다 무언가가 역사적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 

것은 마치 호랑이의 도약처럼 즉각적으로 시간을 되돌아가 잡아채는 것이

다 벤야민이 쓰기를 로마는 혁명을 위한 장식을 준비하기 위해 로베스 . , 

피에르를 기다렸다 착색 회화. (stain painting)는 에드 루셰이를 기다렸다. 

그를 실망시켰던 유화로부터 그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188) 

벤야민은 모더니즘의 진보적 시간관을 비판하면서 한순간에 섬광처럼 스“
치는 기억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 “ ”189)에 혁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대한 새로. 

187) Ibid., 304. 

188) Krauss, Under Blue Cup, 88.

189) 발터 벤야민 역사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 , 5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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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벤야민의 이러한 시간관을 받아. 

들여 매체의 역사에 관한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예컨, . 

대 인상주의 회화가 후기 인상주의로 발전하는 식으로 앞의 회화를 계승, 

하여 뒤의 회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스가 제. 

안하는 매체는 과거의 것을 갱신하면서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잊혀진 과거가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다. 

예컨대 에드 루셰이는 여러 장의 드로잉을 결합한 포트폴리오 작품   <얼

룩(Stains)>[도판18]에서 유화 물감이 아닌 다른 재료 예를 들어 요오드, , 

시나몬 오일 캐비어 위스키 등의 다양한 재료로 얼룩을 그린다 이에 대, , . 

해 크라우스는 루셰이의 얼룩은 년대와 착색 회화 색면 회화라고“ 1960 ‘ ’—
도 불리는 의 발명으로 회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190)라고 말한다. 

즉 루셰이가 물감이 아닌 다른 재료들을 이용하여 얼룩(stain)을 그린 회

화 작품은 과거 색면 회화의 기법을 새롭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얼룩을 회

화의 표현 기법으로 삼는 오랜 전통(잭슨 폴록과 헬렌 프랑켄텔러를 포함

하여 여러 예술가들도 속했던)을 따르는 것이다.191) 그러므로 크라우스는  

얼룩의 규칙은 추상 회화의 일련의 원칙들의 맥락 안에서 창안되었“‘ ’ ‘ ’
다.”192)라고 말한다 그 기법들이 회화 매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루셰이. 

에 의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더니즘의 연속적 서사처럼 . 

앞의 것을 갱신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질한 시간 

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어느 순간에 도약하는 것이다. 

이처럼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은 모더니즘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매체를   , 

연속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이고 미종결적인 것으로 상정하면

서 모더니즘의 폐쇄적인 매체 개념을 벗어난다 크라우스는 모더니즘의 . “
환원주의는 매체의 본질을 향한 일방향적 충동으로 쉼 없이 나아간다 이 . 

190) Krauss, Under Blue Cup, 78.

191) 얼룩이라는 바로 그 단어는 회화의 최근의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 그 역사는 드 “‘ ’ . 
로잉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얼룩이다 폴록에서 모리스 루이스와 헬렌 프랑켄텔러. 
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얼룩을 내려놓는 것은 완고한 윤곽의 폭력성을 피하는 . 
방법이었다.”(Krauss, Perpetual Inventory, 51)

19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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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의 각 단계는 그 선조들을 유행이 지난 것으로 만들고 대체한다.”193)

라고 비판한다 예컨대 환원적인 모더니즘에서 회화는 그 자체의 순수성을 . 

향해 계속해서 진보해나간 끝에 캔버스 위의 물감 자국으로 귀결된다 그. 

리하여 모더니즘의 매체론에서 매체는 자기반성의 끝에 도달하고 나면 소

진되어 버리고 만다. 

이에 맞서서 크라우스는 이전의 매체를 낡은 것으로 폐기하는 대신 매  , 

체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새롭게 현재화하는 매체 개념을 제시한

다 전통적 미적 매체는 낡은 매체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 . 

끝없이 재창안되는 것이다 이때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재창안은 전통적인 . 

매체가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의 결합하여 

새롭게 창안되는 것이다 즉 역사화된 과거로서 전통을 복귀시키는 것이 . 

아니라 현재의 기술적 지지체와의 결합을 통해 포스트매체 조건의 매체를 

재창안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라우스는 과거 명화들의 주제. 

를 그대로 차용하는 제프 월의 사진[도판19]을 비판한다 마네 쿠르베. , , 

푸생과 같은 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유명 회화를 디지털 사진으로 재현19

하는 월의 작품은 단지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이를 혼성모방 하는 것이“ ”
라고 크라우스는 말한다.194) 그에 비해 루셰이의  <얼룩>은 회화의 전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적 지지체로 재해석하여 자신의 

193) Krauss, Under Blue Cup, 103.

194) 크라우스는 월의 사진이 과거 회화의 전 Krauss, “Reinventing the Medium”, 297. 
통을 반복하고 있을 뿐 매체의 재창안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때 비판의 핵심은 월. 
이 과거의 명작을 그대로 사진으로 연출할 뿐 사진이라는 매체에 적합하게 재해석하, 
여 새로운 매체를 창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 “
프 월은 디지털화된 사진을 사용하여 난폭한 리얼리즘의 섬뜩한 이미지를 같이 놓고 

있었다. [...] 그러나 이것은 유명하게 아카데믹한 것 이를테면  , [고전주의 화가] 에르 
네스트 메소니에(Jean-Louis-Ernest Meissonier)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유일한 차. ‘
이는 메소니에는 그렸다(draw)는 것이다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 [...] 그 순간으로 돌 
아가서 이제는 사진가로서 같은 길을 걸음으로써 월의 재상연, (restaging)은 모더니즘
이 단순하게 격렬하게 중단한 서사적, (형상적) 전통에 접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 
비록 월이 특징적인 형식‘ (signature format) 을 갖고 있다고 묘사될지라도 이것은 별’ , 
개의(distinct) 매체로 분석되거나 명명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월이 스스로  . , 
자명하게 사진가로 활동할지라도 회화의 매체를 갱생하려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 ’
다.” (Krauss, “And Then Turn Away,”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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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창안하고 있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과거의 전통을 다른 기술적 지. 

지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별개의“ (distinct) 매체 ”195)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물을 기술적 지지체로 받아들이는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에 따르면 예술 매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지체를 사용함으로써 무한, 

하게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예술가들은 더 이상 회화 조각 사진 등의 . , , 

전통적 매체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슬라이드 테이프 애니메이션 필름 ,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의 매체를 확장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 

한 새로운 지지체를 사용하는 매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매체를 기억함으

로써 미적 매체의 역사를 이어간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서 전통적 매체가 망각되는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 그 반대급부로서 매체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으로 포스트매‘ ’
체 조건의 예술 매체를 정립한다 즉 예술작품에 잠재되어 있는 매체에 대. 

한 기억을 토대로 다시 매체를 회복하고자 한다.

기억과 망각의 이항대립 언더 블루 컵. : ⅱ

크라우스는 년에 그간의 자신의 매체 논의를 정리하여 단행본 언더 2011 
블루 컵 을 출간한다 이 책은 크라우스 자신이 뇌동맥류로 쓰려졌다가 재. 
활치료를 받은 경험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치료의 일환으로 진행한 임의의 , 

단어를 암기하는 훈련에서 등장한 단어 언더 블루 컵이 이 책의 제목이‘ ’
다 크라우스는 언더 블루 컵이라는 무작위적인 단어의 조합을 암기하기 . ‘ ’
위해서는 그 단어에 관한 주변적인 기억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

았고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유비하여 매체가 망각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 

매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매체가 망각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상  
황을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호사각형 도식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크라우스. 

에 따르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반대되는 두 항의 대립이 의미를 창출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발생시킨다고 본다.196) 예컨대 여성과  

195) Ibid.,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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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대립이 젠더라는 패러다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이처‘ ’ . 

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반대되는 이항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패

러다임이 생겨나는 것처럼 오늘날 매체에서도 두 개의 대립적 항이 새로

운 매체의 패러다임을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나는 매체 자체의 패러다임을 기억과 망각의 이항으로 분석할 것이다/ / , . 

[...] 우리 시대의 포스트매체 조건은 년대의 조각의 급진적 분산을  1970

닮았다 이제는 관계미학으로 업데이트된 설치미술 양자 모두 제도 비평. —
의 변형들이다 이 동시대의 — [예술]실천을 특정성에 대한 개념미술의 경멸

에 합류한 형태들의 번성으로 열어젖혔다 그럼에도 매체의 통합된 장은 . 

여전히 그려질 수 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 , 망각에 대립되는 기억의 

이항에서부터 퍼져나온다.197) 

여기서 크라우스는 매체를 기억과 망각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앞서 ‘ ’ ‘ ’ .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개념미술에서 설치미술 관계미학에 이르는 포스트, 

매체의 부정적 경향이 예술 실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들은 작품에, 

서 매체에 관한 관심을 방기하며 담론적으로도 매체에 관한 논의가 무의

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항대립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이러한 매체를 망각. 

하는 상황은 그 반대로서 매체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마치 . 1970

년대에 조각 개념에서 서로 다른 항들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조각 개념

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매체에 관한 이항의 패러다임에서 새, 

로운 매체의 논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체를 망각하는 설치미술에 맞서는 예술은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상기한다 즉 매체의 구조를 발생시키는 규칙들 즉 자기 구. , 

조에서 나오는 재귀적인 규칙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억을 더듬는 것이다. 

196) Roland Barthes, The Neutral, trans. Rosalind E. Krauss and Denis Holli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바르트는 패러다임을 의미를 생성시키 42. 
는 잠재적 두 항 사이의 대립 으로 정의한다 내 앞에 흰 것과 검은 것이 있을 때“ ” . , 
이 둘은 갈등을 일으키며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의미를 낳게 한다. 
이때 둘이 구성하는 대립이 패러다임이다. 

197) Krauss, Under Blue Cup 강조는 원저자,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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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 조건의 매체를 매체 특정성에 대한 망

각에 맞서 매체 특정성을 기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크라우스는 매체를 . 

구성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이 논리라고 주장한다‘ ’ .198) 크라우스에 따 

르면 그 논리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이항대립과 같이 상반되는 두 극에 의, 

해 만들어지는 장이며 그 장이 논리적 지지체로서 물리적 실체에 해당하, 

는 재료적 지지체를 대신할 수 있다 크라우스는 이로써 매체를 기억과 망. 

각의 패러다임이라는 논리로 구성한다 여기서 크라우스는 조각에서 그랬. 

던 것처럼 구조주의의 기호사각형 도식을 이용하여 매체의 장을 확장한다. 

도표 확장된 장으로서 매체[ 2] 199)

크라우스는 동시대 예술에서 매체에 관한 서로 다른 충동이 대립하여 하

나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충동들은 매체를 둘러싼 기억. 

(memory)과 망각(forgetting)의 의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예술로 발

현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오늘날 매체를 추구하는 작품들은 기억과 망각의 대  , 

립이자 결합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매체 특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억하면. 

198) 패러다임은 논리적인 지지체이기 때문에 매체의 규칙을 세우는 데에 있어 물리적  “ , 
실체를 대신할 수 있다.”(Ibid., 17)

199) Ibid.,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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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매체 개념이 망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 

인다 이러한 모순적 충동의 결합이 오늘날에 매체를 추구하는 작품들을 . 

지탱한다. 

그 반대항으로서 비기억  ‘ (not-memory) 과 비망각’ ‘ (not-forgetting) 의 대’
립은 설치미술이다 이들은 매체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비기억) 지, 

속적으로 매체의 흔적이 돌아오기 때문에 망각하지 못한다(비망각) 이들. 

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회화의 특정적 기억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 , 

다.”200)라고 크라우스는 말한다 다시 말해 설치미술은 매체에 관한 관심. 

을 폐기하지만 무의식 중에 반복적으로 매체의 흔적을 소환한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레베카 혼(Rebecca Horn)의 설치미술 작품 <재의 책(Book 

of Ashes)>(2002)[도판20]을 사례로 들며 검정색 사각형 형태의 거울을 , 

통해 모노크롬 회화의 전체 역사를 상기시킨다고 주장한다.201) 즉 회화적 

(pictorial) 기표로서 검은 사각형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는 설치미술이  ,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비기억) 피할 수 없이 돌아오는 매체의 흔적 (비

망각)이라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어떤 설치미술에서는 매체의 기억. 

이 잊혀지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매체

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크라우스는 확장된 장으로서 매체의 나머지 항들을 키치와 기술적 지  ‘ ’ ‘
지체로 채운다 기억과 비기억의 결합이 키치다 크라우스는 키치를 ’ . ‘ ’ ‘ ’ . 

대량생산된 물질이 장인적 공예인 척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따르“
는”202) 위조품이라고 정의한다 즉 원본을 흉내낸 위조품에 불과하며 이 . , 

러한 위조품에서는 그 모방의 노력 속에서 원본이 언뜻 보일 뿐이라는 것

이다 크라우스는 설치미술이 이러한 키치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하는데. , 

200) Ibid., 128. 

201) 크라우스는 사각형의 프레임이 회화의 역사의 초창기부터 회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진 기표임을 주장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회화의 역사에 초창기에 화가들은 캔버스. 
를 창문에 비유하면서 평면에 깊이를 부여하는 것으로 회화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 . 
후 원근법이 창안되면서 창문은 회화 자체의 기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이. 
러한 창문으로서 사각형의 프레임이 설치미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의식 중

에 회화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Ibid., 106-107)

202) Ibid.,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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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설치미술이 “[매체 특정성을 추구하는] 예술의 시뮬라크럼 ”203)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설치미술은 원본으로서 매체 특정적 예술을 허. 

술하게 위조한 키치에 불과하다.204) 이러한 키치는 겉만 번지르르한 외 “ ” 
관을 통해 매체를 기억하게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 

매체를 기억하지 못한다.205) 

반대편에 있는 망각과 비망각의 결합은 기술적 지지체다 전통적 예  ‘ ’ ‘ ’ . 

술의 지지체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지지체는 전통적 매체가 유효성

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이 언제나 그랬듯이 예술에서 매체, 

를 지속하고자 한다 그것은 소진된 매체. “ (이를테면 유화)를 망각해야 하

는 필요성이 오히려 역사 안의 순간들을 상기하게 하는 ”206) 것이다 이를 . 

테면 매체로서 회화의 영역이 다 소진되었다는 생각 그러므로 회화를 망, 

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매체로서 회화의 전통을 되돌아봄으로써 매체

를 다시 창안할 가능성으로 떠오른다 기술적 지지체는 전통적 매체에 대. 

203) Ibid., 69.

204) 돼지 헛간과 종려잎 “ [도큐멘타 의 설치 작품의 사례X ]이 진정한 것이기보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자의적이며 그리하여 예술의 시뮬라크럼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지, 
지 않는다면 이는 키치가 우리가 숨 쉬는 문화의 오염된 공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들, . 
의 키치로서의 정체성은 매체라는 개념에 대한 무책임한 무관심에서 나온다 이는 예. 
전에 그린버그가 아방가르드와 키치 에서 비판했던 것이다 그는 키치를 예술작품이 . ｢ ｣
자신의 특정적 조건의 논리에 맞서는 재귀적 시험 즉 자기비판을 시뮬레이션된 효, ‘ ’
과들로 대체함에 따라 생겨난 취미의 부패로 정의하였다.”(Ibid., 68-69)

205) 크라우스가 키치의 또 다른 예로 드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다 크라우스에  . 
따르면 건물의 구조와 기능을 중요시했던 모더니즘 건축과 다르게 포스트모더니즘 , 
건축은 화려한 외관에 시적 미사여구로서 그럴듯한 설명을 더하는 키치다 크라우스. 
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라운드제로와 독일의 작센하우젠 수용소를 리모델링한 건축

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를 지목한다 리베스킨트는 작센하우젠 수용. 
소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장소에 운하를 만들고 희망의 자국“ (Hope Incision) 이라는 ”
이름을 붙인다 그는 이 물이 이 오염된 장소를 정화할 거라는 아름다운 설명을 덧붙. 
인다 크라우스는 리베스킨트 같은 건축가는 무게와 지지의 매체로서 모더니즘 건축. “
물의 커튼 월(curtain wall)이나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를 이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건축의 기법이나 구조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희망 위안 절.” , ‘ ’, ‘ ’, ‘
망 같은 거짓 감정과 진심 없는 위로 의 단어들로 건축을 꾸미기 바쁘다고 지적한’ “ ”
다 즉 이러한 건축은 건축의 구조와 기능에 주목했던 모더니즘 건축의 흉내낸 시뮬. 
라크럼으로서 키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Ibid., 124-125.

206) Ibid 강조는 원저자.,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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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망각에서부터 등장하지만 매체의 탁월함은 망각하지 않는다, . 

이처럼 크라우스가 기호사각형 도식을 사용하여 포스트매체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의 의미는 그에 앞서 기호사각형 도식을 사용한 프레드릭 제

임슨(Fredric Jameson)207)의 논의를 확인함으로써 선명해진다 제임슨의 . 

따르면 이러한 대립적 도식의 핵심은 논리적 정확성 을 구현하는 것보다, “ ”
는 그 존재 자체가 징후적이라는 사실 을 드러내는 것이다“ ” .208) 즉 사각형 

의 대립구조를 통해 각 항들 사이의 단순한 논리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딜레마 또는 아포리아로서 그 자체가 모순적인 사태를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스의 확장된 장으로서 매체 도식의 . 

각 항들은 서로 논리적 배타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기. 

술적 지지체는 매체가 특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설치미술은 , 

그 자체로 키치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매체의 기호사각형 도식은 서로 . 

다른 충동을 가진 항들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포스트매체 조건의 모순적 

상황을 드러내고 그 상황 속에 내재한 매체를 향한 기억을 토대로 매체의 , 

통합된 장을 그려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특정적 매체에 대한 기억이 존  

재하기 때문에 매체 특정성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포스트매체 . 

조건의 예술 매체는 전통적 미적 매체와 동일하지 않지만 여전히 전통적 , 

미적 매체의 특정성을 기억하고 이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 

한 기억이 전통적인 매체 특정성과는 다른 변별적 특정성을 지니는 대안

적 매체를 지탱한다. 

207) 한 인터뷰에서 크라우스는 이러한 도식의 사용을 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 
식 에서부터 배웠다고 밝힌다. (Rosalind E. Krauss, “The Real Thing: An Interview 
with Rosalind E. Krauss”, interview by David Plante, Artcritical, August 30, 2013, 
http://www.artcritical.com/2013/08/30/rosalind-krauss-interview/)  

208)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이경덕  , : ,  
외 역, (민음사, 2015) 기호학적 사각형은 텍스트의 의미론적이고 이데올, 330-331. “
로기적인 복잡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는 이 사각형이 그레마스 자. 
신의 저작에서처럼 예컨대 풍경과 자연적 요소들을 지각할 때 반드시 그에 준거해야, 
만 하는 객관적인 가능성들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의식의 , 
한계들 의식이 그 너머로 갈 수 없고 그 사이에서 진자 운동만 하도록 선고받은 개, 
념상의 지점들을 표시하기 때문이다.”(Ibid.,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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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매체 조건의 예술과 자율성. Ⅲ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크라우스는 미적 매체 개념이 퇴조한 상황에

서 매체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매체는 .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 매체의 퇴조는 왜 위기이며 이러한 위기는 왜 극? , 

복되어야 하는가 크라우스에 따르면 예술을 지탱하는 개념으로서 미적 ? 

매체의 상실이 곧 예술의 자율성을 침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라우스. 
는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미적 매체가 도외시되면서 예술의 고유한 영역이 

사라지는 것을 문제시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크라우스가 매체의 퇴조를 위기로 진단하는   

이유가 포스트매체의 상황에서 예술이 자율성을 상실하였다는 문제에 있음

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크라우스가 제안하는 대안적인 매체 개념이 예. 

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비판적 예술의 근거도 마련해, 

줌을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동시대 예술 상황에서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 

이 매체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비평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살펴, 

볼 것이다. 

포스트매체 조건의 문제 예술의 자율성 상실 1. :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미적 매체가 상실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왜 문제인가? 

장에서 보았듯이 전통적으로 예술은 미적 매체를 통해 예술가의 의도를 Ⅰ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예술이 그러한 전통적인 미적 매. 

체에서 벗어나면서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경계는 무너진다 크라우스가 보. 

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과 산업 사이의 구분은 약화되고 자율적인 예

술의 영역은 와해된다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범람으로 일상적 삶 속에서 . 

감각적 체험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스스로가 , 
사회적 주제를 제시하는 데 몰두하면서 양자 사이의 구분이 약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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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북해에서의 항해 의 마지막 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   
면서 자신의 포스트매체 논의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드

러낸다 그는 먼저 프레드릭 제임슨을 인용하며 오늘날 일상적 삶에서 감. 

각적 경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티를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의해

서든 사이버공간에 의해서든 이미지에 의한 문화적 공간의 총체적인 포화, 

로 특징짓는다 그는 개별 예술작품이라는 관념을 완전히 문제시하고 예술. 

적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공허하게 하는 문화가 팽창하는 상태에서,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이 완벽한 이미지 침윤(image-permeation) 상 

태는 미적 경험이 이제 어디에나 있음을 뜻한다고 말한다. [...] 여기에서  

후기자본주의의 지각 체계 는 쇼핑부터 모든 형태의 여가에 이르는 것들“ ”
을 미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이로써 제대로 된 미적인 영역이라 불릴 수 , 

있는 모든 것을 쇠퇴하게 한다... .209) 

오늘날에는 상업 광고 대중매체의 이미지가 범람하면서 일상적 삶 속에서 , 

감각적 경험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미적인 것으로 , 

경험함에 따라 제대로 된 미적 영역 으로서 예술의 영역은 쇠퇴하게 되“ ”
었다는 것이다 즉 미적 매체를 다루는 것으로 고유한 역사를 가진 예술의 . 

범주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할 근거가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예술이 미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용  , 

이나 메시지를 앞세움으로써 스스로 미적인 것이 사회 영역 일반에 거머“
리처럼 달라붙는 것을 모방”210)하기도 한다고 크라우스는 지적한다 이는 . 

바로 포스트매체 조건의 예술 중에서 탈매체적 예술이 미적 매체의 탐구

를 포기하면서 일상에서의 감각적 경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다 즉 크라우스는 자본에 봉사하여 이미지의 세계화와 공모하는 설치. “ ,” 
미술과 인터미디어 작품의 국제적 유행이 예술을 산업적인 것으로 변모시

209)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56.

2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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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있다고 지적한다.211) 이를테면 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인 예술 행 1980

사가 성행하고 예술이 관광상품화 되는 경향이 이에 해당한다. 

크라우스가 그러한 경향의 하나로 지적하는 것  은, 설치미술의 계보를 잇 

는 것으로서 관계미학 작품이다 관계미학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티라바니. 

자는 미술관 안에서 관객에게 태국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작품으로 선보

임으로써 사회적 주제를 전달한다.[도판21] 이러한 티라바니자의 작품은  

미술관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일시적인 작은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부

리요가 말하는 교환의 장소“ ”212)의 이상을 실현한다 또한 뉴욕 중심지의 . 

갤러리에서 태국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아르헨티나 태생의 태국인이라는 자

신의 복잡하고 글로벌한 정체성을 상기하게 하고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 ’ 
작은 공동체라는 다원주의적 주제를 전달한다 이로써 티라바니자는 . “[관
계미학은] 독립적이고 사적인 공간보다 인간 사이의 관계와 그 관계의 사 

회적 맥락을 이론적 실천적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213) 관계미학의 테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그러나 티라바니자의 작품은 자신이 사용하는 매체. 

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나누는 태국음식 나눔이라는 방식 관. , , 

객의 참여와 같은 매체적 조건들에서 규칙을 찾아서 드러내는 일은 다루

지 않는다 그에게 나눔과 참여는 단지 일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스는 관계미학의 이러한 측면이 미술관을 관조의   “
공간 에서 일시적 이벤트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실험장 으” “‘ ’ ”
로 변형한다고 비판한다.214) 관계미학 작품은 일종의 사회적 이벤트와 다 

를 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음식을 나눔으로써 공동체를 형성. 

하는 사회적 실천과 티라바니자의 작품은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라. 

우스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미학은 사회적인 것의 생기 넘치고 명랑한 모“
델 을 소환함으로써” 215) 작품의 형식보다 정치적 주제를 앞세우고 문화적  , 

211) Ibid.

212)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18.

213) Ibid., 113.

214) Krauss, Under Blue Cu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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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장의 역할을 자처한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예술이 매체 탐구를 도외시하고 사회적인 것을 앞세  

우는 것이 결국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흐리고 예술을 산업적인 것의 감

각적 체험으로 빠지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처럼 예술과 산업적인 .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은 오히려 예술이 산업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았

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의 전환기에 활동하면서 당시의 상. 

황을 역설적으로 제시했던 마르셀 브로타스(Marcel Broodthaers)216)의 통

찰을 토대로 순수예술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제도비판이 결국 글로벌 미술, 

시장을 촉진시킨다고 말한다 브로타스는 예술작품을 예술에 관한 이론. “ ”
으로 제작함으로써 상업성에서 벗어나고자한 개념미술217)이 결국 상업적인 

것에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 브로타스는 잡지.  

인테르푼크티오넨 (Interfunktionen) 호에 발표한 작품 11 <상영식물 인-

종주의(La Séance. Racisme végétal)>(1974)[도판22]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다.  

전망 이에 따르면 예술적 산물 자체가 그것이 생산되는 질서를 위한 광고로 . 

기능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이론은 예술적 산물을 위해 기능할 것

이다 이 전망 이외의 다른 어떤 여지도 없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등등. . .… 

크라우스에 따르면 브로타스의 작품   , <현대미술관 독수리부(Musée 

d'Art Moderne Département des Aigles– )>(1972)[도판23]는 미적 매“
체라는 관념을 내파시키고 그와 동시에 미적인 것과 상품화된 것 사이의 

차이를 붕괴시키는 레디메이드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변환”218)함으로써 

215) Ibid.

216) 마르셀 브로타스는 북해에서의 항해 의 논의에서 중심적인 예술가 중 한 명이다 크.  
라우스는 브로타스가 포스트매체 조건으로의 전환기에 전통적인 매체 특정성이 무효화되

는 상황을 포착하면서 동시에 매체 개념을 재규정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한다.  

217) 개념미술의 주장은 예술의 물질적 찌꺼기를 정화함으로써 그리고 예술에 관한 이 “ , 
론으로서 예술을 생산함으로써 예술의 실천은 회화와 조각이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품 형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다.” (Ibid., 10-11) 

218) Krauss, Voyage on the North Se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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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미술의 시조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곧 상‘ ’ , 

품 경제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브로타스가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하

더라도 이론 자체에 대한 그의 깊은 양가성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잡지 , . 
인테르푼크티오넨 에서 이론들이 “ [그것들이] 생산되는 질서를 위한 광고 ”
에 불과한 것으로 환원되거나 아마도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 비판에 따르면 모든 이론은 그것이 비록 문화 산업을 . , , 

비판하는 것일지라도 바로 그 산업을 프로모션하는 형태로 귀결되고 말 ,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전복적 전용의 궁극적 주인은 자본주의 . , 

그 자체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브로타스는 . [...] 이론과 문화산업이 최 

종적으로는 공모를 하고 제도비판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의 바로 그 , 

제도들로 흡수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219) 

브로타스의 이러한 통찰을 좇아서 크라우스는 설치미술이 화이트큐브를 비

판하고자 사회적인 것을 도입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경제에 

흡수된다고 주장한다 예술과 문화 일반의 구분을 무너뜨리면서 이를 비판. 

하는 것은 결국 문화 일반과의 구분을 상실하면서 시장 경제의 일부가 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스는 예술이 사회적인 것을 도입함으로써 상품이 되는   

것을 비판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보다 예. 

술은 사회로부터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그러한 거리는 예술이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가. 

짐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이 산업과 구분될 수 있는 자신. 

만의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크라우스의 입장이다. 

크라우스의 이러한 관점은 그가 미술비평가로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  
장이다 크라우스는 포스트매체 상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예. 

술이 산업과의 구분을 상실하고 감각적 체험과 유사해지는 것을 경계하였

다 년에 후기 자본주의 미술관의 문화적 논리. 1990 ｢ (The Cultural Logic 

219) Ibi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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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Late Capitalist Museum) 에서 크라우스는 년대 후반에 미니1980｣
멀리즘이 미술관으로 복귀하면서220) 미술관의 경험을 역사적시간적인 것 ·

이 아니라 공간적공시적인 것으로 변모시킨다고 비판한다 년대 후반· . 1980

에 미니멀리즘 작품을 다시 전시하는 전시들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일종, “
의 물화되고 추상화된 독립체(entity)로서 공간”221)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

하였다 이 전시들은 독립된 오브제로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 

나 건물로서의 미술관 자체가 오브제인 공간 에서 즉 기묘하게 비어있“ ” , “
으면서도 과장된 공간의 한가운데서 전시를 경험”222)하는 것으로 변화하

였다 다시 말해 미술관이 역사적 대상으로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 

아니라 전시를 보는 경험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당시의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도 후기자본주의 논리가 미  

술관에 침투한 것 때문이라고 말한다 년대를 거치면서 미술관 소장. 1980

품은 교환불가능한 문화적 지식의 구현체 문화적 재산이 아니라 순수한 , ‘ ’
교환가치에 근거하며 순환 속에서만이 그 가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주식, 

이나 재산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기묘한 전환이 일어났다.223) 이에 따라  

미술관의 성격도 변화하면서 미술관이 공시적인 것이 되었다고 크라우스, 

는 주장한다 즉 미술관이 미술의 역사 속에서 작품을 제시하고 감상하게 .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시간에서 감각적 

체험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공시적인 미술. “
관은 일종의 경험의 강렬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우선한다 그 경험의 . 

강렬함이란 시간적(역사적)이기보다 근본적으로 공간적인 미적 가치다 그. 

220) 년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은 처음에는 여러 모더니즘 비평가의 비판의 대상이  1960
되었으나 이후 주류 형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년대 후반부터는 초기 미니멀리즘의 , . 1980
작품이 다시 미술관에서 전시되곤 하였다 특히 미니멀리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 
는 판자 콜렉션(Panza Collection)의 작품들이 여러 전시에서 다시 전시되곤 하였다. 
그중에서 크라우스는 판자 콜렉션의 미니멀리즘 작품들이 프랑스 파리 시립 현대미술
관(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에서 전시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221) Rosalind E. Krauss, “The Cultural Logic of the Late Capitalist Museum,” October 
54 (1990): 3.

222) Ibid., 4.

223) Ib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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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실 이는 원래 미니멀리즘의 모델이다.”224)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 

고유한 역사를 지속해오던 예술이 단지 한 순간의 감각적 경험이 되는 것

을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년대에 복귀한 미니멀리즘은 작품의 재제작을 용  1980

인함에 따라 원본 없는 복제품의 문화 즉 상품 생산의 문화에 참여하면서 , 

미술관의 변화에 동조하게 된다.225) 즉 미니멀리즘의 복제 문화가 순환적  

자본으로서 예술작품이라는 후기자본주의적 인식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 . 

결과 당시 미술관에 복귀한 미니멀리즘에서는 미니멀리즘적 주체의 부정적 

가능성이 발현된다 크라우스에 따르면 본래 미니멀리즘의 주체는 과거의 .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대상과 조우하여 일어나는 

신체적 경험을 하는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응집하는 주체‘ ’ “ ”226)이다 이. 

러한 미니멀리즘의 주체는 당시와 같이 후기 자본주의의 논리가 미술관에 

침투한 상황에서 완전히 파편화한 현대 대중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주“
체 로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한다” .227) 즉 공시적 미술관에서 미니멀리즘의  

주체는 대중문화를 체험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와의 구분을 상실하게 

된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미술관이 예술의 역사 속에서 예술작품을 제시하. 

지 않고 순간적인 경험에 함몰되어 대중문화와 유사해지는 상황을 부정적

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예술이 자신의 역사 안에서 대상을 다루지 않고 순간의 감각적   

체험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크라우스의 우려는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보

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포스트매체 조건의 탈매체적 . 

경향으로서 설치미술류의 작품은 어떤 주제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감각

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술은 문화 산업의 . 

감각적 체험이나 사회적 이벤트와의 구분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예술은 어떻게 자신  ? 

224) Ibid., 7.

225) Ibid., 8.

226) Krauss, “Late Capitalist Museum,” 9.

227) Ibi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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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업적인 것과 구분할 수 있는가 크라우스에 따르면 예술을 산업으로? 

부터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매체를 다루는 것에 의해 확보된다 이어지는 . 

절에서는 크라우스의 그러한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예술의 존재론적 근거로서 매체 2. 

크라우스는 현대예술의 거대 서사“ (master narrative)는 예술 실천에 힘을 

부여하고 예술작품의 의미를 지탱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특정적 미적 매

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228)라고 말한다 즉 모더니즘 예술은 각각의 미. 

적 매체를 구분하고 예술작품은 자신이 속한 매체의 특정성을 탐구함으로, 

써 그 의미를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라우스는 매체가 . 

자기규정의 재귀적 형식“ ”229)이라고 말한다 매체가 예술의 자기반성의 토. 

대로서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산업의 . 

감각적 체험과 다르게 예술은 매체라는 고유한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자기

완결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라우스는 오늘날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도 비평가로서 나는 의미의 지속적인 원천으로서 매체라는 “
개념을 포기할 수 없다.”230)라고 말한다.231) 

크라우스의 이러한 관점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모  
더니즘적이다 크라우스 자신도 이러한 점을 시인하며 자신은 예술의 자기. 

반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를 유기하는 탈매체적 경향으로서 포스트모더

228) Krauss, Perpetual Inventory, xiii. 

229) Krauss, Under Blue Cup, 24. 

230) Krauss, Perpetual Inventory, 19. 

231) 크라우스는 동시대 예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 . 
는 비평가로서 저에게 오늘날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제 자신이 이러한“ , [개념미

술 등의] 매체에 대한 공격과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더니즘과의 연속성 , 
에서 매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매체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비.” , “
평가로서의 책임 이라고 주장한다” . (Hal Foster, Rosalind E.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 D. Buchloh,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 tmodernism  (New York: Thames & Hudson, 2004),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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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에 반대하고 그에 반하여 매체를 중요하게 다루는 모더니즘의 태도가 , 

필요하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회화에서건 조각에서건 건축에서건 매체를 묻으려는 매, , , 

체를 숨기려는 시도입니다. [...] 모더니즘은 주어진 작업의 토대를 이를테 —
면 (큐비즘에서) 캔버스의 평면을 전면으로 드러내면서 그 평면이 근원적 , —
이라는 문제의 작업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주장을 제공합니다, . [...] [포스

트매체 조건의 매체는] 기억하기의 개념이자 망각하기의 개념입니다 매체 . 

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모더니즘을 기억하지만 특정적 전통적 지지체는 , , , 

잊어버리는 것입니다.232) 

크라우스의 이러한 입장은 분명하게 그린버그를 이어받고 있다 즉 매체 . 

특정성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미적 매체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크라우스는 예술의 고유한 가치로서 매체를 제시함으로써 예술을 

산업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예술이 문화산업의 감각. 

적 체험과 구분되어 고유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자신의 토대로서 매

체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라우스는 분리된 영역으로서 자율적 예술의 상징과  

도 같은 화이트큐브를 옹호한다 이는 탈매체적 경향의 대표적 사례인 도. 

큐멘타 이 화이트큐브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비판한 것과 대조된X

다 도큐멘타 은 미술관 외부와 내부를 분리시키는 화이트큐브가 예술을 . X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이제, 

는 정치적 서사를 전달할 수 있는 블랙큐브가 화이트큐브를 대체해야 한‘ ’
다고 주장한다.233) 그러나 크라우스는 매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232) Rosalind E. Krauss, “Rosalind Krauss with Yve-Alain Bois”, interview by 
Yve-Alain Bois, The Brooklyn Rail, February 1, 2012, 
https://brooklynrail.org/2012/02/art/rosalind-krauss-with-yve-alain-bois.

233) 호텐지아 “ [도큐멘타 의 총괄 어시스턴트X ]는 [도큐멘타 의 가이드를 위한 교육을X ] 
이렇게 시작한다 화이트큐브란 무엇인가요 왜 큐브인가요 왜 하얀색인가요. ” ? ? ? [...] 
그 어떤 외부적인 것도 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것도 이데올‘ ’ . , 
로기적인 것도 신성한 것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왜 화이트큐브는 끝났을까요 그리, . ? 
고 그것이 소진되고야 말았다면 무엇이 이를 대체할까요, ?” [...] 청바지에 티셔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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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방으로서 화이트큐브는 매체의 탐구로서 예술의 영역을 확보해주는, 

예술의 토대라고 말한다. 

수영장의 벽이 우리가 다시 물속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기 위해 차고 나

갈 수 있는 표면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화이트큐브는 우리가 눈으로 , 

만질 수 있는 토대다. [...] 매체에 의해 생성되는 규칙이 우리로 하여금  

화이트큐브의 저항적인 표면을 차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가 화. 

이트큐브를 왕궁의 방이 아니라 수영장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준다.234) 

이때 크라우스는 화이트큐브가 신성하고 순수한 공간으로서 왕궁의 방이기

보다는 수영장의 벽처럼 예술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프, 

레임이라고 주장한다 공간을 어둡게 하고 관객을 영상에 집중하게 하는 . 

영화관의 블랙큐브와 달리 화이트큐브는 매체의 미적인 형식을 가시적으, 
로 보이게 해줌으로써 예술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로서 매체를 탐구하고 

창안하는 것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관 외부. 

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벽으로서 화이트큐브는 예술을 외부의 현실과 구분

해줌으로써 미적인 형식으로서 매체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주는 울타리와 같다 이러한 크라우스의 주장은 대중문화와 . 

미디어가 모든 영역을 잠식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예술의 전통을 지속하

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제공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라우스가 매체 탐구를 예술의 고유한 가치로 확  

보하면서도 예술이 오직 매체 탐구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 

것이다 크라우스는 매체를 포기하고 정치적 메시지만을 내세우는 작품은 . 

비판하지만 매체를 다루면서 사회적 함의를 지니거나 사회비판적 내용을 , 

갖는 작품은 옹호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켄트리지의 작품이다 켄트리. . 

입은 전도유망한 가이드가 답한다 블랙 큐브, , “ ?” [...] 맞아요 맞아요 블랙큐브는  “ , ! 
영화관이자 를 보기 위해 어둡게 한 방이고 미디어의 공간입니다 카트린 다비드, TV , . 
는 진정성이나 순수성 또는 미술과 미디어 간의 강력한 존재론적 대립에 동의할 수 ‘ ,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모든 강렬한 미적 경험은 미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 .”” 
(Krauss, Under Blue Cup, 64)

234) Ibid.,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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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작품은 직접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우스는 이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크라우스, . 

가 주장하는 예술의 자율성은 전적으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순수

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크라우스의 논의에 입각하면 매체는 예술이 .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갖게 해줌으로써 예술에 정당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지 예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크라우스가 , . 

말하는 예술의 고유성(혹은 자율성)이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순수

예술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예술이 다른 어떤 분과와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역할로서 예술의 전통을 지속하는 것이다, . 

따라서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그린버그식 모더니  

즘의 매체 순수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린버그가 예술이 사회로부터 완. 

전히 분리되어서 사회적 함의를 배제함으로써 예술을 순수하게 하려고 했

다면 크라우스는 예술이 매체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고 고유한 역할을 가, 

질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우스에게 매체와 화이트큐브는 사. 

회로부터 고립된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이 독자적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도와주는 수영장의 벽 이다“ ” . 

그러므로 매체를 통해 예술의 존재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크라우스의 주  

장은 사회비판적 내용을 지닌 예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수영선수. 

가 수영장의 벽 을 차고 나가듯이 예술은 매체를 잘 다룸으로써 오히려 “ ” , 

예술의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우스는 설치. 

미술의 정치적 도덕주의‘ ’235)와 대립하면서 매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술

의 사회적 비판적 의미를 강조하지 않지만 그가 제안하는 예술의 공간은 , 

오히려 그러한 의미를 지님으로써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관객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창출하는 참여예술의 경우를   

살펴보자 참여예술 작품 중 일부는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미. , 
적인 것을 부수적으로 치부함에 따라 예술교육이나 공동체 운동 시민사회, 

의 캠페인 등과의 구별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크라우스의 논의를 참조. 

하면 참여예술은 예술의 전통 안에서 매체에 대한 관심을 포함함으로써 , 

235) Krauss, Under Blue Cup,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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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술과의 구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참여와 의미를 내세우기 이. 

전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매체에 관한 재귀적 탐구를 드러낸다면 그 작품, 

은 예술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확보하면서 비예술과 구분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처럼 매체를 다루는 것으로 예술로서 고유한 가치를 획득. 

한 참여예술은 예술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이용하면서 사회적 발언을 지속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술관이라는 제도화된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 

지 못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술을 명목으로 사회적 프로젝트, 

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예술의 고유. 

한 가치로서 매체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 크라우스

의 논의는 오히려 사회참여적 정치적 예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  

이처럼 크라우스의 논의는 예술의 존재론적 근거로서 매체를 회복해준  

다 그러나 크라우스의 매체 논의가 단지 원론적 의미로서 매체의 논의를 . 

회복하는 것만은 아니다 크라우스가 자신의 매체 개념을 토대로 여러 예. 

술작품을 비평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논의는 동시대 예술 실천의 , 

매체 상황과 직결되고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이 . 

동시대 예술 실천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매체와 비평3. 

포스트매체 조건을 위기로 간주하는 크라우스의 의견에 동의하건 동의하, 

지 않건 간에 오늘날 예술 실천의 상황이 포스트매체의 상황에 놓여있다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책과 사진을 결합한 루셰이의 경우처럼 . 

이제는 다소 고전적이라고 여겨지는 작품부터 스마트폰이나 가상현실(VR) 

장치와 같은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작품까지 오늘날의 예술작품은 다양, 

한 매체를 활용한다 이러한 작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술로 규정할 것. 

인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크라우스의 대안적인 매체 개념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완전한 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라우스가 주장하는 매체의 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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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전통적인 매체와의 연관 속에서 그것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지니면, 

서 이뤄져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작품에 대해 크라. 

우스는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크라우스의 논의는 미디어 연. 

구의 기술 매체 개념과 대립하면서 예술 매체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을 목

표로 전개되면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뉴미디어 아트를 다루는 일에는 , 

소극적이다. 

그러나 크라우스의 대안적 매체 개념으로 디지털 매체 예술을 이해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재한 것은 아니다 특히 크라우스가 웨버의 변별. ‘
적 특정성 개념을 받아들여 구성적으로 이질적인 매체도 특정적 매체로 ’ 
이해하고 있으며 브루스 나우먼의 비디오 작품 같은 초기 미디어 아트 작, 

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이 발견된다 예. 

컨대 디지털 매체가 갖는 분열적이고 유동적인 특징을 특정성으로 상정하

고 이를 드러냄으로써 특정적 작품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 

지털 매체를 이용한 예술에 대해 크라우스 본인은 어떠한 입장을 제시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체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하면 오늘날의 

디지털 매체 기반의 예술작품 또한 그 기술적 지지체와 규칙으로 결합된 

매체의 관점에서 독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이야말로 크라. 

우스가 포스트매체 조건을 위기인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으로 여긴 까닭일 

것이다. 

이처럼 크라우스의 매체 논의의 확장은 오늘날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여  

러 매체를 결합하여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예술가들의 작업

을 이해할 실마리를 마련해준다 특히 어떤 작품들은 주제나 내용으로 접. 

근하는 기존의 비평 경향에서 벗어나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으로 접근함으

로써 더욱 풍부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크라우스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이 포스트매체 상황의 모든 예술작품이 매체를 다루는 데 소홀한 것은 아, 
니었다 크라우스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예술가들을 포함하여 매체에 관한 .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미적 매체에 관한 담론이 부. 

재함에 따라 예술비평은 이 작품들에서 매체의 측면을 간과하고 주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예컨대 켄트리지의 작품은 포스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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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담론 등을 통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을 다루는 작품

이라는 해석에 치중되어 왔다 그의 작품에서 정치적 문제는 중요한 주제. 

이지만 그러한 주제만을 다루는 것은 그의 작품의 매체적 측면을 간과할 ,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다큐멘터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

지 못한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켄트리지의 작품을 매체의 측면에서 새롭게 . 

해석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비평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크라우스의 포스. 

트매체 논의는 예술비평에서 낡은 개념으로 치부되던 매체를 되살림으로써 

주제의 측면에서만 비평되던 작품을 매체 측면에서 비평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해준다.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이 작품을 훨씬 풍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또 다른 사례는 콜먼이다 아일랜드 예술가 콜먼의 작품은 많은 경우에 . 

유럽의 변방으로서 아일랜드적인 정서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비평되곤 하였

다 콜먼의 . <이니셜>은 그 배경이 더블린 외곽에 있는 폐쇄된 폐결핵 병

원이고 내레이션으로는 아일랜드의 문학작품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인용, , 

하고 아일랜드의 기근이나 인구감소 등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줄

곧 콜먼의 지리적 정체성과 함께 아일랜드적인 것으로 비평되어 왔다‘ ’ .236) 

카트린 다비드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콜먼의 작품에 주목하고 이를 도큐

멘타 의 참여작으로 선보였다 다비드는 인간의 주체성이란 본질적인 것X . 

이 아니라 구성된다는 해체주의의 입장에 입각하여 콜먼의 작품을 비평한

다.237) 즉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주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인종적 젠더적  , , 

프로토콜이 우리가 맡는 역할을 생산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콜먼의 작품, 

236) 콜먼의 작품을 아일랜드의 문화적 역사적 참조로 논의하고 아일랜드의 문화적 정 , , 
체성에 복무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는 아주 많다 크라우스가 언급한 사례 중 일부. 
를 재인용한다. Jean Fisher, James Coleman: The Enigma of the Hero in the Work 
of James Coleman (Derry: Orchard Gallery, 1983); Anne Rorimer, “James Coleman: 
1970-1975,” in James Coleman: Selected Works (London and Chicago: The 
Renaissance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London, 1985); Michael Newman, “Allegories of the Subject: The Theme of 
Identity in the Work of James Coleman,” in James Coleman: Selected Works; Luke 
Gibbons, “Narratives of No Return: James Coleman’s Guaire,” Artforum (December 
1993): 50-51, 101. (Krauss, “And Then Turn Away,” 9 note 3) 

237) Krauss, Under Blue Cu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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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러한 사회적 구축의 과정과 각 개인이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

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238)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크라우스는 콜먼의 작품을 매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요소에 주목한다 크라우. 

스는 콜먼의 사진 속 인물들이 만드는 기이한 코레오그래피 에서 사진소“ ”
설과 만화의 관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콜먼의 매체가 얼마나 탁월하게 미, 

적 매체의 전통을 기억하고 있는지 설명한다.239) 이러한 크라우스는 독해 

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전까지 콜먼의 작품에서 보지 못했던 측면을 발견

하게 해준다 즉 콜먼의 작품을 단지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으로 독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훨씬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은 이처럼 크라우스가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예술작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 지지체와 규칙을 토대로 특정. 

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면 모두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을 참조하여 

독해할 수 있다 즉 그 작품이 자신의 지지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규칙을 . 

인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그러므로 크라우스, . 

의 매체 개념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동시대 예술 실천을 이해할 하나

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결국 크라우스의 논의는 미디어가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독자적인 가  

치를 가진 것으로서 예술이 오래된 매체부터 새롭게 등장한 기술 매체까

지 다양한 매체를 탐구하고 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스는 미학적 측면에서 모더니즘적 태도를 취하고 . 

자율적 예술의 영역을 고수하지만 포스트매체 조건으로서 현재 시점에 다

양한 매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수용한다 이러한 크라우스의 논의를 . 

보다 확장시킨다면 지속적으로 최신 매체가 유입되는 동시대 예술의 매체

를 이해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38) Ibid. 

239) Ibid. 본 논문 쪽 참고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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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크라우스가 규정하는 포스트매체 조건과 

그에 대응하는 대안적 매체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크라우스의 . 

매체 개념이 매체 특정성을 추구하는 미적 매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

며 그에 따라 예술의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고자 함을 확인하였다, . 

먼저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을 정리해보겠다 크라우스는 모더니즘의 환  . 
원주의적 매체 개념에서 벗어나면서 매체를 기술적 지지체와 규칙의 결합

으로 정의하였다 기술적 지지체는 전통적 예술의 지지체를 대신하는 것으. 

로서 규칙을 도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때 기술적 . 

지지체는 하나의 단일한 사물일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요소로 환원불가능, 

한 복합체일 수 있다 예술가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에서 마치 언어를 . “
만드는 것처럼”240)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매체를 창안한 

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매체가 변별적 특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매. 

체적 조건을 탐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앞서 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고는 크라우스의 이러한 논  Ⅲ

의가 갖는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크라우스의 . 

문제의식이기도 한 동시대의 상황에서 독자적인 예술의 토대를 확보할 가, 

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대 예술의 매체를 이해할 새, 

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크라우스의 매체 논의는 동시대 예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해준다 크. 

라우스의 포스트매체 논의에는 미술관이 일종의 세련된 문화체험장으로 변

해가고 비엔날레 같은 미술 행사가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이 되어가는 상, 

황 이로써 예술과 문화체험 사이의 구분이 희박해져가는 상황에 대한 위, 

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라우스는 예술이 본래 미적 . 

매체를 탐구하는 것이었고 그로써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 

240) Krauss, “And Then Turn Awa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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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다 크라우스는 다시 매체를 통해 예술의 자율적 토대를 확보하고자 . 

한다 즉 회화와 조각의 쇠퇴 이후 매체를 다루는 것으로서 예술의 전통이 . 

중단된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다시 예술의 매체를 회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 

이러한 크라우스의 입장은 매체 특정성을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입장을 이어받고 있다. 

그럼에도 크라우스의 입장이 단지 모더니즘의 매체 담론을 반복하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크라우스는 예술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모더니즘의 자. 

율성과 달리 예술이 사회적 거리를 취할 것을 추구하면서도 사회비판적 

입장을 지니는 것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예술의 자율성과 매체 특. 

정성은 예술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얻게 해주는 수영장의 “
벽 과 같은 것이지 예술을 고립시키는 왕궁 이 아니다” , “ ” .241) 

이러한 크라우스의 논의에 힘입는다면 사회비판적 예술의 토대 또한 확  , 

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체를 통해 예술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 

사회와의 거리를 확보한다는 크라우스의 주장을 확장하면 예술은 더욱 사, 

회비판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을 따르면 사. 

회비판적 예술은 예술로서 고유하게 미적이면서 사회적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예술은 사회의 일원이자 사회로부터 분리. 

된 영역이라는 이중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사회비판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이에 더해 크라우스의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매체 조건이 다변화한 상  , 

황에서 예술의 매체를 이해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 전통적인 의미의 . 

시각 예술로서 회화와 조각이 쇠퇴한 이후 다양한 매체가 유입된 예술 상, 

황을 매체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설명해준 이론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 

크라우스의 논의는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예술의 매체를 이해할 실

마리를 제공해준다 크라우스의 대안적 매체 개념은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 
를 받아들임에 따라 포스트매체 조건에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작

품을 이해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동시대 예술 영역에는 적절한   

241) Krauss, Under Blue Cu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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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담론이 부재함에 따라 작품을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비평하는 경향

이 두드러졌다 국제 비엔날레를 순환하며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 , 

작품은 물론이고 그러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 작품들조차도 줄곧 정치적 

맥락에서 독해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은 예술. 

작품을 다시 매체적 측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처럼 본고는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담론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밝혔  

다 그동안 동시대 예술 영역에서 다양하게 참조되었음에도 이론적으로 . ,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던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조건의 매체 개념에 집중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과 의의를 밝혀냈다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크라우스의 이론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주안점. 

을 두면서 이를 동시대 예술 실천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크라우스의 매체 개념은 예술 매체가 다변화된 , 

동시대 예술을 이해할 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그의 매체 개념에 한계가 .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는 동시대 ,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크라우스의 포스트매체 . 

담론의 배경과 내용 의미를 분석한 본 연구가 단초가 되어 동시대 예술 , , 

매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와 비평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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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elucidates the meaning of the ‘post-medium condition’ 
that Rosalind E. Krauss problematizes, and analyzes the alternative 

concept of the medium that Krauss offers as a response to this 

situation. Furthermore, it clarifies that Krauss’s discussion aims to 

secure the ontological grounds for art by reinventing the concept of the 

medium as the foundation of artworks. 

From the late 1990s, Krauss carried out research and art criticism 

with the ‘post-medium condition’ as a focal point. Krauss identifies the 

‘post-medium condition’ as a situation where the condition of 

contemporary art medium is diversified since the middle of 20th 

century and puts forward an alternative concept of the medium. 

Furthermore, she continued criticism on contemporary art based on the 

renewed concept of the medium. 

‘Post-medium condition’ defined by Krauss indicates 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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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traditional aesthetic medium is deprived of its privilege in 

artistic practice and diverse mediums are employed as artistic medium. 

Traditionally, art has been considered an expression of the artist’s 

intention through aesthetic medium which served as the standard in 

identifying and distinguishing individual discipline. Since the middle of 

20th century, however, contemporary art has advanced beyond the 

traditional aesthetic medium and begun applying diverse mediums as 

artistic medium. Technological media such as photography and video 

were accepted as artistic medium while various objects such as 

ready-mades, places, and the body among others have come to be 

employed as artistic medium as well. Medium not only was joined by 

a variety of newcomers but was also met with a dominant trend of 

escaping the concept of the medium itself. Conceptual art escaped the 

genre distinction based on specific medium and raised questions about 

art in general. The development of media studies that deal with the 

concept of the ‘media’ and new media art further endangered the very 

concept of the medium which presupposes specific medium. 

As such, Krauss offers an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medium to 

counter the post-medium condition where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medium has lost its validity in art. She argues that the memory of 

the artwork’s medium has continued to exist even in the prevalent 

disposal of the medium, and such a memory could be the basis for the 

reinvention of the medium. Here, through Walter Benjamin’s idea on 

the redemptive possibilities of the obsolete, Krauss seeks the potential 

of reinventing the medium from its memory. 

There is a prominent difference between the reinvented concept of 

medium that Krauss suggests and the preexisting concep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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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Krauss breaks away from a convention of defining the 

medium with its physical qualities while redefining the medium as a 

combination of the technical support and rules. The technical support is 

a complex structure that consists of various elements, and a series of 

rules derive from it. Krauss takes both of these components into 

account in understanding the medium. The rules of a medium are not 

merely drawn from the present but are newly established from the 

memory of the past rules. Thus, the medium in the post-medium 

condition is reinvented by recalling the conventions and rules of the 

past and employing it anew within the support as a complex structure. 

Such a discussion of Krauss received much attention along with 

post-media discourses that dealt with the shifted condition of new 

media art. In the course of adaptation, however, it was often 

overlooked that Krauss’s argument strived to ensure the ontological 

grounds for art. In fact, Krauss problematized the condition where the 

boundary between artistic medium and technological medium is blurred, 

leading to difficulties in distinguishing between art and non-art. Against 

such a backdrop, Krauss attempts to secure a distinct value of art 

based on the medium in the present situation of excess of popular 

culture and media. Focusing on this aspect, I argue Krauss’s discussion 

of post-medium contributes to distinguishing art from other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nd securing an autonomous domain of art based on 

medium. 

Furthermore, I argue that Krauss’s arguments make it possible to 

approach contemporary artworks from an angle that highlights their 

medium with a newly defined concept of the medium against the 

current backdrop where a wide variety of objects are employ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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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s of art. Before Krauss brought the discussion of the medium 

back on the table, the medium was considered close to moribund and 

artworks were mostly understood in terms of their subject matter or 

conten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concept of the medium 

suggested by Krauss offers a new possibility in approaching artworks, 

contributing to an enrichment in art criticism.   

Keywords: Rosalind E. Krauss, post-medium, medium specificity, 

reinventing the medium, technical support, rules, artistic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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