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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자는 대상에 대한 본질과 구조적 형식에 관한 사유를 디지털 매체의 

구조적 특징과 결합하는 창작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작성된 본 논문은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종래의 미디어아트 개념에서 벗어

나 언어와 이미지 관념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조형언어로 , 

전환되는 양상을 살펴보며 내용과 형식이 관계하는 방법을 다학제적 관점을 바탕, 

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창작활동에서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디지털 미디어의 광의

적 의미와 개인적 사념을 결합하여 관념적 의미체로써의 매체 를 작품의 (medium)

주요 내용으로 삼고 그 대상의 외연적 속성을 다시 재료로 삼는 메타 방법론을 취-

해왔다 따라서 종래의 미디어아트 연구에서 선행되던 기술 기반의 도식에서 벗어. 

나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관계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특히 관념적 대상이 시각 형, 

식으로 조형화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작품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매체 란 무엇인지 살펴보(media)

기 위해 매체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공간까지도 매체로 바

라보는 철학적 미학적 관점을 통해 어떻게 매체의 개념이 확장되어 왔는지 짚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이 연구자의 관념과 함께 시각적으로 전환될 때 . 

형식과 관계하는 양상을 디자인의 구조적 관점에서 짚어보며 기존 미디어아트의 

도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 문법을 보이는 사례와 함께 작품을 기술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은 미디어의 은폐성과 허구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디지털 스크

린과 거울을 결합하여 상이 역으로 반영되어 일어나는 착시구조를 이용한다 본문. 

에 포함된 작품은 년부터 년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 두 시기로 2014 2015 2017 2019

분류된다 초기작 은 디지털 스크린이 작품의 재료로 사용된 배경이 .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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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기조 작업으로써 본문에서는 간략히 다루고자 하였고 이후의 작품들을 중심, 

으로 작품 내용과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연도별 작품에서 작품의 기술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 같은 내적 요인

뿐 아니라 공간과 관람자의 관계 같은 외적 요인이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짚어보며 작품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관계하는 방식을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창작의 과정에서 비시각적 관념과 시각적 형식이 관계하는 새로운 방법

론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주요어 미디어 미디어 설치 매체조형 디지털 스크린 거울 반영 재현: , , , , , , 

학  번 : 2016-39540



3

목   차

제 장 서론1 ·······································································································    9

연구 배경과 목적1-1. ················································································    9

연구 방법과 범위 1-2. ··············································································   12

용어의 정의1-3. ··························································································   14  

제 장 이론적 고찰2 ·························································································   19

디지털매체의 등장과 매체의 다변화 2-1. ············································   19

다학제적 매체관 2-2. ················································································   20

제 장 뉴미디어아트의 시각 문법3 ·······························································   23

내용과 형식의 관계  3-1. ········································································   23

물질과 공간의 관계  3-2. ········································································   28

제 장 사례연구4 ·······························································································   30

미디어 설치 작업에 나타난 메타 이미지4-1. - (Meta-image) ···············   30

공간과 시간의 교란4-2. ··········································································   32

피드백 루프 알고리즘4-3. ······································································   35

제 장 연구 작품 분석5 ···················································································   37

관념의 시각적 재현5-1. ············································································   37

언어와 스크린의 채널 구조5-2. ······························································   39

미완의 언어 1. (2014) ········································································   39

말 없는 말 2. (2015)············································································   43

불화하는 말들 3. (2015)······································································   48

반영과 순환 표현으로써의 메타성5-3. ··················································   51

납작한 물질 1. (2017) ········································································   52

납작한 세계 2. (2018)··········································································   66



4

3. Flat Walls (2019)··············································································   84

유령 월 4. (2019)··················································································   87

투명한 사물들 5. (2019)······································································   99

6. AACTF (2019) ···················································································  106

후속 연구 방향5-4. ····················································································  119

제 장 결론6  ·····································································································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  125



5

표   목   차

표 미디어아트에 대한 기존 연구 사례 분류 [ 1] 

표 연구자의 논문 구성 [ 2]  

표 인터랙티브 아트의 상호작용 구조 [ 3] 

표 작품 말 없는말 에 사용된 텍스트 [ 4] < >

표 도록 구성 요소 [ 5] 

표 세계 규모 대 미디어 그룹의 순위 [ 6] 5

표 작품 재료의 변화 [ 7] 

그 림  목 차

그림 마르셀 뒤샹 회전원판 [ 1] , < Rotary Glass Plates (Precision Optics)>, 1920 

그림 마르셀 뒤샹의 회전원판 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2] < > . 

그림 랜덤 인터네셔널 레인 룸[ 3] , < (Rain Room)>, 2012 

그림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그리는 손[ 4] , < (Drawing Hands)>, Lithograph, 1948 

그림 댄 그레이엄 개념도[ 5] , <Time Delay Room>, 1974, 

그림 댄 그레이엄[ 6] , <Public Space/Two Audiences>, 1976 

그림 라파엘 로자노 헤머[ 7] , <Close-up>, Shadow Box #3, 2006

그림 연구자의 창작 방법론 구조 [ 8] 

그림 미완의 언어 채널 영상 설치[ 9] < (Words in fragments)>, 5 , 2014 

그림 작품 미완의 언어 의 채널 구조 [ 10] < >

그림 작품 미완의 언어 에 사용된 무빙 프레임 스케치 [ 11] < >

그림 작품 말없는 말 의 채널 구조 [ 12] < >

그림 말 없는 말 채널 영상설치[ 13] < (Words without words)>, 2 , 2015 

그림 작품 말 없는 말 의 시퀀스 이미지 [ 14] < >



6

그림 불화하는 말들 채널 영상설치[ 15] < (Words in dissonance)>, 10 , 2015 

그림 불화하는 말들 의 채널 구조 [ 16] < (Words in dissonance)>

그림 작품 미완의 언어 말 없는 말 불화하는 말들 의 창작 구조 [ 17] < >, < >, < >

그림 작품 시리즈에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 [ 18] <Flat->

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19] < 3(Flat Matter 3)>, 2 , , 2017 

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0] < 2(Flat Matter 2)>, 2 , , 2017 

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1] < 4(Flat Matter 4)>, 2 , , 2017 

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2] < 5(Flat Matter 5)>, 2 , , 2017 

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3] < 6(Flat Matter 6)>, 2 , , 2017 

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4] < 7(Flat Matter 7)>, 2 , , 2017 

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5] < 1(Flat Matter 1)>, 2 , , 2017 

그림 작품 시리즈의 창작 도식 [ 26] <Flat->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 27] < 3(Flat Matter 3)>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28] < 2(Flat Matter 2)>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29] < 4(Flat Matter 4)>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 30] < 5(Flat Matter 5)>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 31] < 7(Flat Matter 7)>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 32] < 1(Flat Matter 1)>

그림 작품 납작한 물질 의 설치 매뉴얼 일부 [ 33] < 3 (Flat Matter 3)>

그림 [ 34] Blue Screen of Death on Windows XP on drugstore in 2019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의 설치 예상 스케치 정면 시점[ 35] ( ) 《 》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의 설치 예상 스케치 상단 시점[ 36] ( ) 《 》

그림 모니터와 브라켓 연결 구조 [ 37]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전시 전경[ 38] (Flat Matters) , 2018 《 》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전시 전경[ 39] (Flat Matters) , 2018 《 》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전시 전경[ 40] (F lat Matters) , 2018 《 》

그림 납작한 세계 복합매체 가변크기[ 41] < (Flat Matters)> 6/6, , , 2018 

그림 납작한 세계 복합매체 가변크기[ 42] < (Flat Matters)> 6/6, , , 2018 (details) 



7

그림 납작한 세계 복합매체 가변크기[ 43] < (Flat Matters)> 1/6, 2/6, 3/6, 5/6, , , 2018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의 전시 도록[ 44] (Flat Matters) , 2018 《 》

그림 납작한 세계 도록 펼침 페이지 [ 45] (Flat Matters) pp.16-17 《 》

그림 납작한 세계 도록 펼침 페이지 [ 46] (Flat Matters) pp.18-19 《 》

그림 납작한 세계 도록 펼침 페이지 [ 47] (Flat Matters) pp.20-21 《 》

그림 납작한 세계 도록 펼침 페이지 [ 48] (Flat Matters) pp.28-29 《 》

그림 납작한 세계 도록 펼침 페이지 [ 49] (Flat Matters) pp.40-41 《 》

그림 작품 의 프레임 구조 [ 50] <Flat Walls>

그림 작품 의 스케치[ 51] <Flat Walls> , 2019 

그림 복합매체 가변크기[ 52] <Flat Walls>, , , 2019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 전경 [ 53] 1 2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 반대편 전경 [ 54] 1 2

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5] < (Ghost Wall)> 1, 2019 

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6] < (Ghost Wall)> 2,  2019 

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7] < (Ghost Wall)> 3, 2019 

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8] < (Ghost Wall)> 4, 2019 

그림 유령월 설치 예상 스케치 상단 시점[ 59] < (Ghost Wall)> ( ), 2019 

그림 유령월 설치 예상 스케치 입구 시점[ 60] < (Ghost Wall)> ( ), 2019 

그림 유령월 설치 예상 스케치 전시실 입구 시점[ 61] < (Ghost Wall)> (2 ), 2019 

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2] < (Ghost Wall)>, , 2019 

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3] < (Ghost Wall)>, , 2019 

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4] < (Ghost Wall)>, , 2019 

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5] < (Ghost Wall)>, , 2019 

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6] < (Ghost Wall)>, , 2019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에서 오른쪽을 바라본 전경[ 67] 2 9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에서 왼쪽을 바라본 전경[ 68] 2 9  

그림 투명한 사물들 설치 예상 스케치 상단 시점[ 69] < (Invisible matters)> ( ), 2019 

그림 투명한 사물들 설치 예상 스케치 정면 시점[ 70] < (Invisible matters)>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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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1] < (Invisible matters)>, , 2019 

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2] < (Invisible matters)>, , 2019 

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3] < (Invisible matters)>, , 2019 

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4] < (Invisible matters)>, , 2019

그림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층 전시 공간 [ 75] 3

그림 설치 예상 스케치 상단 시점[ 76] <AACTF> ( ), 2019  

그림 설치 예상 스케치 정면 시점[ 77] <AACTF> ( ), 2019 

그림 작품에 사용되는 브라켓 디자인[ 78] <AACTF> , 2019 

그림 이전 작품들에 사용된 브라켓 디자인 [ 79] 

그림 좌 아크릴 거울 우 스테인레스 수퍼미러 비교 사진 [ 80] ( ) 1 .5T, ( ) 0.3T 

그림 복합매체 가변크기[ 81] <AACTF>, , , 2019 

그림 복합매체 가변크기[ 82] <AACTF>, , , 2019 (detail) 

그림 작품 아래 사용된 스테인레스 수퍼미러 [ 83] <AACTF>, 

그림 서울대학교 졸업작품전[ 84] 전경 , 2019 

그림 스크린 거울 카메라를 이용한 작품 예상 스케치 [ 85] , , 

그림 스크린 거울 카메라를 이용한 작품 예상 스케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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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 론

연구 배경과 목적1-1. 

세기 이후 디지털 미디어는 창작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20

주었다 아날로그 매체가 갖고 있는 물질성과 즉시성은 인간에게 시각적 촉각적 . , 

감각을 선사하고 매체의 도구성을 부각시키며 창작활동 내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이미지와 영상기술이 보편화된 시각문화 내에서 .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카메라와 영상기기의 경우 시공간을 편집하고 조작하여 전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료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

식론적 차원을 넓혀주었다 그리고 이는 시지각적 기술적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 , , 

는데 일조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예술과 기술의 결합으로 이해되는 미디어아트는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크게 도약했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술결정론에 치우치거나 실용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론적 수행적 한계점이 발견된다 매체학적 접근이 바탕이 된 초· . 

기 영상 미디어아트 비디오 아트 에서 디지털 매체는 실험적 가능성을 가져오는 ( )

도구의 역할을 했지만 이론적 접근보다 기술적 접근이 우세하여 기술 활용 이상

으로 발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창작과정 내에서 미디어라는 매체가 갖는 . 

사회적 철학적 함의보다 기술체로서 수행되는 물리적인 작동 방식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뉴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비디. , , 

오 아트 등 디지털 매체를 주 재료로 삼는 디지털 예술은 그 명칭처럼 재료나 기

능으로 매체의 정의를 한정되며 각 장르의 구분은 창작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

한 기술적 방법론으로써 정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기존의 디. 

지털 작품들은 테크놀로지라는 수단에 종속된 형태로 대부분 반복적인 도식을 보

이며 근래 들어 기술비평 혹은 매체철학이라는 학문분과와 연계되어 해석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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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며 내용으로써의 매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창작활동 중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다룬 기존 연구는 작품의 표

현 방식이나 기술구현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의 비중이 대부

분 방법론적인 측면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작의 과정을 내용과 형식 그. 

리고 활용 세 단계로 임의 구분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의 영역에 초점을 둔 , 

연구는 표 에서와 같이 미학이나 철학 인문과 같은 이론 영역의 학문에 해당하[ 1] , 

며 표현 형식을 연구하는 경우는 기술이나 디자인 예술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볼 , ,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응용 분야에 관한 연구는 교육이나 공연 마케팅 분야와 같. , 

이 실용 학문으로 접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계에서 발생하. 

는 영역 간의 해석을 벗어나 창작 과정에서 매체의 특성을 조형적으로 다룰 때 , 

발견되는 메시지 전달 양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구조적

으로 관계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시각언어를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다시 말해 작품의 내용과 형식 방법론 이 불가분의 관계로써 구조적으로 관계 맺, ( )

는 방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했다. 

연구자의 작품은 디지털 영상과 스크린 매체를 이용해 광의의 매체 ‘ (media)’  

개념에 대한 관념들을 시각적으로 조형화하고 있는데 주로 미디어에 대한 사회, 

적 철학적 관점들을 상징과 은유의 기법을, 이용하고 디지털 스크린과 거울을 결 

합시킨 조형으로 드러내고 있다 매체의 개념은 작품의 내용이 되고 형식은 다시 . 

디지털 매체가 되어서 주제가 곧 형식이 되는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특정한 주제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 방식과 

매체가 부차적으로 연구되는데 반하여 연구자는 표현 수단의 의미에 대해 우선적, 

으로 접근하고 작품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 

작품내용을 다루는 이론적 접근과 시각적 기술적 표현에 집중된 디자인의 방법론, 

적 측면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개진하였다.

시대를 거듭하며 미디어에 대한 개념이 개별 디지털 기기로부터 네트워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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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보이지 않는 거대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미디어아트로 불리어지는 형

식이 수용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되며 점차 오래된 창작 문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보급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손쉬운 창작이 가능해지며 . 

디지털 창작 문화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물질과 비물질 작품제작과 유. , 

통 등 창작 과정에서 구분되던 개념과 층위들이 점차 혼용되고 모호해지는 현 시

점에서 본 연구자는 창작의 과정을 나열하거나 방법을 기술하기보다는 내용과 형

표 [ 1 미디어아트에 대한 기존 연구 사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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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구조적으로 관계하는 방식에서 시각언어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가 정립한 조형 언어가 학제적실용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 /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자의 작품을 바탕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과 범위 1-2.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계가 모호해진 창작활동 분야에

서 디지털 매체를 주 재료로 삼으며 새로운 시각문법을 제시해온 미디어 설치 작

품 혹은 뉴미디어 아트라고 규정되는 분야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세부 연구 , . 

범위는 다양한 창작 분야 중에서도 순수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디어 기술, 

의 보편화 현상에 따라 작품의 표현 방식이 더 이상 재료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배경으로 보기 때문에 연구 범위의 

중요성보다는 방법론의 모색에 중요성을 두고자 하였다.

그 중 인간의 시각을 필요로 하는 영상이미지와 공간적 체감을 필요로 하는 

입체설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작품들에서 시도된 시각어법이 어떻게 

하나의 시각 문화로 발전하였는지 함께 다루고자 했다 특히 영상이미지는 투사 . 

방식에 따라 프로젝션과 스크린을 이용한 설치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연구자의 , 

작품은 이야기가 소거된 단색 이미지로써의 영상과 디지털 스크린의 물리적 조형·

적 특징을 설치 구조로 활용하는 작품으로써 무빙이미지와 조형설치가 결합된 것

이 특징이다 따라서 스크린 매체의 활용방법에 초점을 둔 주제의 전달 방식 연구.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총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에서는 연구가 제시하는 논의점과 5 1

연구의 배경 그리고 연구 영역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며 분야에 따라 다르게 혼용

될 수 있는 주요 용어들을 기술하였다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작품에서 주제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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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광의적 의미의 매체 개념이란 무엇인지 사회학 철학 미학 디자인학 , , , 

등 다학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장과 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며 기3 4

존 뉴미디어아트에서 발견되는 시각적 문법과 도식을 분석하였다 작품의 의도가 .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기술과 형식을 통해서 전달될 때 어떻게 관람자와 소통하

며 의미가 확장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새로운 표현 문법을 제시하는 작품 사. 

례를 기반으로 내용과 형식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메타적인 형식에 관해 다

루고자 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장에서 서술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을 토대로 본 연5

구자의 작품이 갖는 의미와 조형성이 결부되는 방식에 관해 다루었다 본 논문에. 

서 다루는 연구자의 작품은 디지털 스크린을 표현 도구로 사용한 년부터 2014

년까지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 시기는 연구자가 디지털 매체를 작2019 . 

품의 재료로 활용한 시기이다 더불어 미디어의 폭넓은 개념에 대해 고민하며 창. 

작의 방법론을 고민해온 시점이기도 하다 작품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 . 

논문에서는 논문 작성 시점까지의 작품들을 분석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 2 연구자의 논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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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1-3. 

철자와 음이 같은 단어라도 학문에 따라 해석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양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과 현상을 지

칭하는 용어는 영역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이러한 동의어는 상상의 여지를 넓히기. 

도 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할 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어떠한 관점에서 사용되는지 기술하기 위해 반복적

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매체 와 미디어1-3-1. (medium) (media)

매체 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을 의미하며 창( )媒體

작에 있어서는 재료를 이르는 말1이지만 사회학적 범주에서는 전파 수단인 아날

로그와 디지털 기계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방송 네트워크를 이르는 말이다. 

한편 매체의 대표 영문 표기는 미디어 이지만 단수 형태로 미디움(media) , ‘

그리고 복수 형태일 때 미디어 로 표기한다 즉 미디움과 미디(medium)’  ‘ (media)’ . , 

어는 원래 한 단어의 단수 복수형이며 사전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인 것처럼 표기·

된다 여기서 미디움은 물리적인 재료라는 뜻도 갖고 있으며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 

방송 신문과 같이 널리 유포되는 매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와 같이 매체라는 , . 

용어는 분야와 문화권에 따라 다른 뜻과 표기방식을 가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광

의적 정의로써 매체 를 다루고자 한다 때문에 사회적 정보 전달 수단과 표현 재‘ ’ . 

료로써의 정의를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써 수 의 개념과 관계없이 한국어 (number)

표기로는 미디어 영문 표기로는 를 사용하였다‘ ’, ‘media’ .

1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12373&searchKeyword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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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체1-3-2. (Digital Media)

디지털 매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전자 매체를 일

컫는다 텍스트 이미지 소리와 같은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는 입출력 장치부터 그. , , 

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영상 등을 포괄한다 더불어 비가시적, . 

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환경 또한 아우른

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아트에서 쓰이는 디지털 매체는 입출력 장치를 기준으로 . 

시청각 표상을 필요로 하는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시스템 그 외 상호작용을 이끌, 

기 위한 입력 센서 등이 주로 활용된다 또한 물리적 장치인 하드웨어와 프로그래. 

밍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장치는 사람의 표

현과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교육을 위한 디지털 예술 과학 기술 사업 등 , , , , 

인간의 창조적 활동2을 위한 모든 곳에 활용된다.

매체론1-3-3. (Theory of Media)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철학적 사유 지점을 논하는 분야이다 시공간의 재편. , 

감각의 확장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해 확장된 사고와 감각이 넓게는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좁게는 디지털 매체로 인해 변화하는 시각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매체론은 사회학 철학 미학 등 분야에 따라. , , 

서 다양한 견지로 해석되며 이론가에 따라서는 아날로그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론으로 나뉜다.3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작품 주제와 관련하여 사회학에 

서의 매체 생태학적 관점 기술의 존재 방식을 기술주도 혹은 사회주도에 따라 , ①

2 디지털 미디어 동맹 플로리다 (Digital Media Alliance Florida가 정의한 개념이다) .
3 심혜련은 세기의 매체철학 20『 』에서 매체철학자 인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10

했다 발터 벤야민과 테오도어 아도르노 권터 안더스 마셜 맥루언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아날. , , , 

로그 시대의 매체를 연구하였으며 장 보드리야르와 빌렘 플루서는 디지털 시대 매체가 생산하, 

는 이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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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조론 그리고 디지털 매체로 생산②

되고 유통되는 이미지의 생태계를 다루는 생태형식주의 마지막으로 매체 형식 , ③

내에서 시각 구조를 탐색하는 디자인 형식주의까지 매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④

살펴보려 하였다.

실재 와 실제1-3-4. (Existence) (Reality)

실재 는 일반적으로 의식의 밖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 , Exist ence)’實在

를 지칭하며 실제 는 사실의 경우나 형편이라는 의미로 어떠한 ‘ ( , Reality)’ , 實際

사실 에 초점을 둔 말이다‘ ’ .4 실재는 물리적 세계와 비 물리적 세계를 기준으로 대 -

상을 판단하는 단어이며 실제는 현실의 사건을 기준으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작의 소재로 빈번히 다뤄지는 실재와 실제의 관계. 

는 그 발음처럼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실재에 존재하는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 

지 않는 장면이나 현상을 구현하고 다시 실재에 관한 질문을 야기한다 이 과정, . 

에서 디지털 매체가 위의 역설적 관계를 잇는 매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문. 

에서는 스크린의 반영성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비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다루는 -

연구자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실재 의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 ’ . 

디지털 매체 공간 1-3-5. (Digital Space)

디지털 매체 공간은 물리적인 신체로 지각될 수 없지만 정보처리를 통해 구

현되며 변형 조작 삭제가 가능한 비가시적 공간이다 스크린이라는 창을 통해 물, , . 

리적 세계에 비춰지며 사이버스페이스 로도 지칭된다 공간과 밀접‘ (Cyberspace)’ . 

히 관련된 장소 개념의 경우 고정된 물리적 공간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으로 ‘ ’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210258&searchKeywordTo=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52498&searchKeyword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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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나 매체공간에서도 이동성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남는 흔적을 고려할 때5 장소적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디지털 공간을 다루는  .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상공간과 지각의 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본 논

문에서는 관념적 대상으로써의 매체공간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미디어아트와 뉴미디어 아트 1-3-6. (Media Art and New Media Ar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장르로 규정한 미디어 아트와 뉴미디어 아트에 

관하여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바가 없다 하지만 미디어아트는 시각. 

예술의 영역에서 새로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수용하고 탐색하는 의미로 정착

되었으며 이는 다시 순수미술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아트와 디자인과의 경계를 허

물고 디지털미디어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뉴미디어아트로 구분된다.6 그러나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경계지점과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보편화되지 않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위의 참고 내용과 함께 여러 학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므로 

포괄적 의미로써 미디어아트 를 주요어로 정하였다‘ ’ . 

개념 과 관념1-3-7. (Concept) (Idea)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구체적 사실들에 귀납하여 , 

다수가 추상화한 생각 그리고 여러 관념 속에서 종합된 관념을 의미한다 관념은 . 

개념보다 비 일반화된 생각으로써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그리고 어떤 대상-

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을 의미한다.7 연구자는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개념과  

5 심혜련 매체공간의 혼종화와 지각의 확장에 관하여 ,「 」시대와 철학, , Vol.28 No.4, 2017, p.49
6 민희정 한국 미디어아트 초기담론 연구 년대부터 년대까지 용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 : 1960 1990「 」,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Vol.14, No.5, 2016, p.111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2371&searchKeywordTo=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0855&searchKeyword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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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개인적인 견해를 더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정한 사건이나 . 

대상에 대한 실증적 입증이나 논증이 아니며 추상적인 생각을 시각적 표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의미와 어떤 구조로 관계하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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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고찰2 

디지털매체의 등장과 매체의 다변화 다원화2-1. , 

년대 초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영상 비디오 컴퓨터 등  90 , , , 

디지털 시각매체의 등장은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디지. 

털 매체의 보급화와 네트워크로 인한 정보의 상호 교환성은 매체 이용에 대한 열

린 사고방식을 제공하며 장르의 해체와 영역 간의 혼성을 보여주는 융합적 작품

이 태동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지털매체가 장르 간의 혼종을 일으키는 . 

매개체가 되며 시각문화의 각 형식과 장르는 점점 규정하기 어려운 다원성을 갖

고 변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적 범위 내에서 지칭하는 매체 개념과 기술로 인한 지각 변화의 

인지적 해석을 시도하는 철학 그리고 시각 표현의 재료나 도구로써 매체를 활용

하는 창작영역에서 매체 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었다 소통의 매개체로써 ‘ ’ . 

매체를 바라보는 사회학 의 경우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미디어 환경에 비추며 매‘ ’

체를 유연하고 증식 가능한 존재로 바라보았으며 매체철학 은 인간의 생각과 감‘ ’

각을 확장하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체의 의미

를 확장시켰다 나아가 미학 에서는 가상공간 내에서 유영하고 소비되는 이미지. ‘ ’

의 존재론을 주장하였으며 디자인학 에서는 작품 요소들 간의 구조와 감각적 작‘ ’

용을 다루는 수단으로써 주제 전달에 적합한 매체 활용 방안을 확대시켰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매체가 더 이상 수단이나 기술로 활용되는 소‘ ’

재가 아니라 주제로써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연구. 

자가 매체에 대한 개념과 견해를 작품의 내용으로 다루는 점과 상통한다 이에 다. 

음 단락에서 기술한 학제적 해석들은 매체가 형식만을 뜻하지 않고 의미주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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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학제적 매체관2-2. 

사회학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조론2-2-1. : 

매체를 인간 사유나 사회적 존재양식으로 규정하여 인식론적 존재론적 지평, 

으로 확장해서 분석하는 것으로써 실재와 가상 시간과 공간의 재편 감각의 확장 , , 

등과 같은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하는 분야이다 기술결정론은 학술적으로 합의된 . 

정의와 초기 연구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술 과 결정 이 조합되어 기술을 사‘ ’ ‘ ’

회를 결정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서의 결정 은 사회의 영향을 받‘ (determine)’ . ‘ ’

지 않고 기술 자체에 내재하는 내적인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또는 기술이 사

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바꾸는 관계 두 가지 방향으로 기술된다.8 즉 매체가 인간 , 

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사회구조론은 기술 변화의 과정에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문화적 요소, , , 

가 개입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사회적 과정의 일종이라 

주장하는 이론이다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기술결정론이. 

라면 사회구성론은 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회 집단들을 강조한다.9  

다시 말해 인간 행동과 사회 발전 원동력을 매체에 두는 것이 기술결정론이며 인

간사회를 원인으로 보는 것이 사회구성론이다 따라서 사회학은 매체가 유기체인 . 

인간과 같은 힘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8 홍성옥 기술결정론과 그 비판자들 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를 통해 본 세기 기술사 서술   , : 20「

방법론의 변화  」서양사연구, , 2013, Vol.49, p.11-12 
9 이장규 홍성욱 공학기술과 사회 , ,『 』지호, , 2006, 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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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철학 매체의 생태학적 관점2-2-2. : (Media Ecology)

매체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미디어 현상에 유추

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매체를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하나의 도구나 수단 정도로 . 

생각해 온 기존 매체 연구에서 매체철학은 매체 자체의 존재론 인식론 규범론이, , 

라고 하는 영역을 검토하였다 매체를 생태학적 관점으로 제시한 학자는 마셜 맥. 

루한이지만 매체생태학 을 공식적 표현으로 사용한 사람은 맥루한(media ecology)

의 제자 포스트만 이다(N. Pos tman) .10 

미학 생태형식주의2-2-3. : (Eco-formalism)

미학에서 언급되는 생태형식주의는 인류학 사물학 기계학 시각문화 연구, , , , 

사회학 등에서 다루는 삶의 모든 요소가 얽혀 상호작용하는 복잡계 시스템을 분

석하기 위한 메타포이다 생태형식주의의 연구 대상은 개별 작품이 아닌 이미지 . ‘

생태계 로 작품과 스타일 주제 특히 매체로 이루어진 아카이(Image Ecologies)’ , “ , , 

브 가 아니라 이미지 사건 을 주로 다룬다 생태형식주의를 처음 ” “ - (image-event)” . 

창안한 데이비드 조슬릿 은 이미지 그 자체 의 정치를 설명하며 미(David Joselit ) “ ”

술사와 시각문화가 어떻게 그 정치적 절차에 참여 가능한지 보여준다.11 그는 이 

미지를 전파하는 매체가 비물질적 공간 안에서 이미지를 이용해 어떻게 자본TV

의 흐름을 추동하는지 분석하며 텔레비전을 단순한 사물이 아닌 주체적인 대상으

로 바라본다 매체를 도구나 수단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견해들과 다른 부분이며 . 

연구자가 매체를 관념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하다.

10 오창호 맥루한 , (「 Marshall McLuhan 과 포스트만) (Neil Postman 생태주의 매체철학): 」, 
한국언론학보, 2008, Vol.52, No.2, pp. 199-225

11 데이비드 조슬릿 피드백 노이즈 바이러스 ,『 』현실문화, , 201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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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 형식주의2-2-4. : (Formalism)

작품의 표현 방법에서 미의 원리를 추구하고 일정한 규칙과 방식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주의에서 형식은 목적이자 수단이며 방법으로 이해된다 디자. . 

인에서 형식은 형태라는 단어로 더 정확히 표현되는데 형태란 시각을 통해서 경

험하는 대상물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형태에 대한 연구는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 

구조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의 근간이 된다 모든 디자인 문. 

제는 형태와 상황이라는 두 가지 실체의 관계에서 적합성을 추출하려는 노력으로

부터 시작되며 형태는 곧 문제의 해답이 된다.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날로그 매체부터 디지털 매체로의 이행까지 매체

가 학제별로 가지는 정의와 함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알 수 . 

있는 점은 매체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그에 대한 연구는 기술적 맥락이 아니라 

사유의 맥락이 되었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작품의 내용. 

으로 삼으며 이를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디지털 매체를 다시 표현의 도

구로 삼는 내용 형식의 메타적 관계를 취하고 있다-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정의와 갈래는 분야마다 다양하

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구가 하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미학적 활. -

용방안 연구이거나 영화와 미술의 대안적 형식으로 등장한 영상미술의 한 갈래로

써 구분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자의 작품은 기존의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시도되지 . 

않았던 내용과 형식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적 관점에서 대안적 방법론을 찾

고자 하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기존 미디어 아트 .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시각적 문법들을 내용과 형식 평면과 입체 등의 관계를 통, 

해 짚어보고자 한다. 

12 이재국 디자인 미학 ,『 』 청주대학교 출판부, , 2000,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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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뉴미디어아트의 시각 문법3 

내용과 형식의 관계3-1.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창작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기 의 기능적 제한에 갇히기 또한 한다 특히 관객과의 상호(Apparatus) . 

작용을 이용한 뉴미디어아트에서는 제작 기술의 특징인 입출력 설계 방식에 따라 

메시지의 전달방식이 제한될 수 있다 관객은 창작자가 설계한 디지털 입력과 출. 

력의 조작 반응 구조 안에서 지각적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작품에 개입하고 변-

형을 가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창작자는 입력 장치를 어떻게 이. 

용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개입과 행동을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하여 그에 , 

대응하거나 교환되는 반응 즉 작품의 변화를 설계한다 결국 관객은 창작자가 설, . 

계한 방식을 따라 행동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이미 창, 

작자가 고안한 방향에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작품의 내용과 구조가 도식화되

는 한계를 갖게 된다.

표 과 같이 창작자는 관객의 신체 자연요소 혹은 다수가 접근 가능한 외[ 3] , 

부 인터페이스를 매개로 그들의 동작 카메라 이나 소리마이크 문자키보드 빛( ) ( ), ( ), 

센서 과 같은 요소들을 작품을 개입시킨다 그러나 그 반응은 결국 디스플레이 ( ) . 

혹은 음향기기와 같은 한정된 출력 장치를 통해 차적 표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2

다 결국 상호작용의 입력방식과 출력표상을 연결하는 작품 설계방식은 매체의 기. 

능적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표현의 확장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표. , [ 3]

에서 붉은 색 표시와 같이 마이크를 통해 물리적 소리를 입력받은 작품은 다시 디

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해 시각표상으로 전환되며 청각의 시각화 라는 조형적 도식‘ ’

을 갖게 된다 이에 따르면 결국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작품은 매체의 입출력 . 

설계 방식에 따라 참여와 반응의 구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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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반응

마르셀 뒤샹 의 회전 원판 은 (Marcel Duchamp) < (Rotary Glass  Pl ates)> (1920)

관람자의 개입과 반응의 구조를 활용하는 작품이다 관람자가 작품 앞에 다가가는 . 

순간 네 개의 직각 판들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의 물. 

리적 움직임은 시각적 경험으로 대응되어 개입 경험의 과정을 따른다 위의 도식- . 

에 따르면 뒤샹의 작품은 물리적 접근 동작 이 작품에 변화를 야기해 시각반응을 ( )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그 중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관람자의 존재 신체 는 작품의 . ( )

완성에 필수조건으로써 인터랙티브 아트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원인 결과 의 상호작용적인 경험 설계는 주로 매체와 몸 지각의 관계로 연구되‘ - ’ , 

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과정에서 창작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규칙

이나 기호 혹은 서사를 대입하는지에 따라 작품의 의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 

될 수 있다 맥락 의미 상징 우연과 같은 시각의 수사적 표현은 기술이 가지는 . , , , 

표상의 한계에 다른 층위를 덧씌우며 작품의 해석을 확장시킨다.

표 인터렉티브 아트의 상호작용 구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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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마르셀 뒤샹 회전원판 [ 1] , < Rotary Glass Plates (Precision Optics)>, 1920

 

그림 마르셀 뒤샹의 회전원판 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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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컨템포러리 아트 스튜디오 랜덤 인터내셔널 은 (Random Int ernational)

기술을 새로운 맥락으로 확장시킨다 레인 룸 은 실내 공간 . < (R ain R oom)>(2012)

에 비가 내리는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관객이 비 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고안

한 작품이다 관객은 비가 내리는 전시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만 관객을 피해. 

서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이 없어도 몸이 젖지 않는 불가능한 체험을 경험한

다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에서 관객은 빗소리를 듣고 비 내음을 맡을 수 있으며  . 

빗방울을 만져볼 수 있다 랜덤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위 작품은 작품과 관람객 그. 

리고 기계의 직관적인 관계13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관객은 작품을 통해 만들어진 ‘

자연 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깨달으며 감성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

13 랜덤 인터네셔널 공식 홈페이지  (Random International) 
https://www.random-international.com/rain-room-2012

그림 랜덤 인터네셔널 레인 룸[ 3] , < (Rain Roo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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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지각

이와 같이 경험을 통해 인지적 변화를 가져오는 상호작용 작품의 경우 반드

시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한 지각 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매체‘ ’ ‘

감성학 이라고 한다 매체감성학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매체내용 중심의 연구를 ’ . 

비판하며 맥루언적 의미에서 매체형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실천했다 따라서 매체형식에 대한 연구는 지금의 매체상황을 이해하는 전제조. 

건14으로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몸과 지각에 대한 논의들은 매체담론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으다 이와 관련한 주요 관점으로는 매체를 통한 지각의 확장이 몸의 연장 확장된 . (

몸 을 가져왔다는 주장과 지각이 매체로 확장되어 관람객의 현존: Expended body)

이 지점을 잃게 되는 탈신체화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결. 

국 탈신체화는 신체를 매개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몸의 지각 작용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입출력 과정을 설계 방식으로 활용하는 상호작용 작품은 물리적 요소 

혹은 디지털 정보가 입력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작품에서 

관람객의 현존은 전제 조건인 동시에 한계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형.  

식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도식과 내용은 분리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작품

의 내용은 매체의 형식에 따른 인과 관계 혹은 순차적 변화라는 틀 안에서 작동된

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4 심혜련 매체 몸 그리고 지각 , , 「 」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 2017, Vol.14, No.4, p.127



28

물질과 공간의 관계3-2. 

물질과 비물질

위와 같은 미디어아트의 재료는 하드웨어물질 와 소프트웨어 비물질 로 구성( ) ( )

된다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되고 변이되는 이미지와 영상 소리 등은 감. , 

각할 수 있지만 촉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색 진동으로 나타나는 비물질, 

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정보들은 반드시 하드웨어물질 를 기반으. ( )

로 생성 조작된다· . 

미디어 작품의 경우 전시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와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물질 매체를 통해 체험된다 특히 영상 장르의 경우 촬영된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 

전달되는 서사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미학적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스크린이나 영사기기를 사용하여 전시되기 때문에 작품의 

완전한 형태를 데이터로 보아야하는지 혹은 영사기기를 포함한 물질적 형태로 보

아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따른다.

실재공간과 가상공간

더불어 관람자를 물리적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의 세계로 몰입하도록 유도하

는 작품의 경우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관객은 자신의 신체VR AR , . ‧

를 떠나 디지털 공간 혹은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이 혼합된 경험을 통해 물리적 공

간과 가상공간에 경계를 마주한다 이때의 가상공간은 매체 공간 이라 지칭되며 . ‘ ’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간에 대한 개념은 소멸된다 디지털 공간이자 가상공간 즉 . , 

사이버스페이스가 활동 공간을 여기 라는 현실 공간에서 저기 라는 매체 공간으‘ ’ ‘ ’

로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현상을 공간의 소멸로 이해. 

해 볼 수 있는 동시에 중요한 점은 매체 공간이 일상적인 체험 공간이 되면서 점

점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이 혼종화 되었다는 점이다(Hybridzi erun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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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형식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 

공간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창작 문법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15 심혜련 매체공간의 혼종화와 지각의 확장에 관하여 ,「 」 시대와 철학, , 2017, Vol.28 No.4, 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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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례연구4 

미디어 설치 작업에 나타난 메타 이미지4-1. - (meta-image)

앞서 살펴본 도식에서 발견되는 미디어아트 작품의 한계에서 보완점을 찾고 

자 본 연구자는 미디어를 조형매체이자 사회적 의미를 가진 대상으로 접근하여 

형식을 주제로 옮기고자 한 댄 그레이엄 의 비디오 설치작품을 토대(Dan Graham)

로 형식과 내용이 상호 메타적으로 관계하는 관계를 알아보았다 상호작용 작품의 . 

설계방식이 입 출력이라는 인과관계의 선형적인 도식을 갖고 있다면 그의 작품은 -

비선형적이며 메타성적인 성향을 갖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창. 

작에서 메타성16은 재귀적 성찰과 자기반영성을 드러내는 표현 양상을 지칭한다. 

이는 작품의 시작과 끝 혹은 변화의 원인과 결과가 의도적으로 결정되어있지 않

으며 순환하거나 열린 의미를 갖고 있다 뜻이다. 

예를 들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여 구조가 다른 구조를 내포, 

하는 개념으로 쓰인 문학 작품이나 프레임 속 또 다른 프레임이 존재하는 액자식 

구성처럼 시작과 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작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은 창. 

작에 있어 단편적인 사고로 귀결되지 않고 끊임없는 궁금증과 열린 결말을 암시

하는 장치가 되는데 문학 예술 영화 공연 등 다양한 창작 활동분야에서 활용되, , , , 

는 구조이자 방법론이다 댄 그레이엄은 이러한 구조를 카메라와 거울이 상을 포. 

착하고 반영하는 특징을 이용해 실내 공간에서 구현해왔다. 

16 인식론에서는 에 대해서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어떤 매체의 장르나 학문 분야   "~ (about)" , 
따위가 그 범주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접두어로 쓰인다 이를테면 영화에 .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소설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설 윤리학에 관해 이야기하는 윤리학 등을 , , 
말할 때 메타영화 메타소설 메타윤리학 등으로 쓰는 식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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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그레이엄이 영상 매체를 체험을  

위한 요소로 사용하며 새로운 인지방식을 

활용한 점은 전통적인 영상매체에서 레코

딩 방식의 기록과 스크리닝 장치17가 감상

을 위한 도구로 정착해온 배경과 크게 차별

화 된다 영상 장르는 주로 프로젝션 기반. 

의 스크리닝과 영상을 상영하는 장치를 작

품의 전시의 물리적 재료로 삼는 설치 기반

의 방식으로 나뉜다 영상매체가 창작 활동. 

에 연구되던 초기 스크린은 연극의 프로시니엄 무대, (Proscenium stage)18처럼 관

객이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보며 어두운 암실을 조성하여 몰입하도록 사용되었고 

지금의 스크리닝 이라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설치 기반의 영상 (Screening) . , 

작품에서는 이러한 몰입과 최면의 매커니즘이 간파되도록 영상 장치가 오히려 작

품의 구성요소로 활용되었다 미디어 설치 작품의 경우 관람자가 기술매체로 매개. 

되는 자신의 상황과 매체 환경의 구조를 체험으로 인지해 나가도록 스크린이 공

간에 개입하는 방식이 다변화되어 설정19되기 때문이다 전자는 영상 속 내러티브. 

나 영상 제작 기술에 중점을 두며 후자는 디지털 매체와 공간 그리고 관람자의 관

계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댄 그레이엄은 그 사이에서 관객의 인지 능력을 혼란시, 

키는 방식으로 영상 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는 실시간 영상의 시간 편차를 조작하여 과거와 현재를 한 장소에 옮겨놓

으며 스크린과 관객이 공간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한다 뫼비우스의 띠처. 

17 빔 프로젝터 혹은 디지털 스크린 (Beam Projector) (Digital Screen)
18 객석에서 볼 때 원형이나 반원형으로 보이는 무대를 말한다 액자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액 . 

자무대 라고도 한다( ) .額子舞臺
19 백영주 스크린 기반 설치미술의 공간 체계와 관객성,「 」기초조형학연구, , 2011, Vol12, No.4, p.205

그림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그리는 [ 4] , <

손 그림 속 (Drawing Hands)>, Lithograph, 1948. 

손이 현실로 등장하여 또 다른 손을 그리는 구조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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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 구조가 한 공간 속에 표현된 것 같은 그의 작품은 영

화와 같은 선형적 편집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선형적 시간을 연출하여 관람객의 

인지를 교란시킨다 다음 장에서 그의 작업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공간과 시간의 교란4-2. 

댄 그레이엄은 공간의 구조와 시간의 격차를 이용하여 시각적 경험의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제작한다 시간의 재편이 가능한 영상기술과 거울의 반사를 . 

이용하여 관람객의 인지 부조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기존의 상호. 

작용 작품과 다른 점은 관람자의 물리적인 개입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체험을 제시하는 것이다 에서 두 방에 설. <Time Delay Room>(1974)

치된 카메라는 시간의 격차를 두고 각 방의 모니터에 교차 송출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시간 격차는 관객으로 하여금 현재라는 시간과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인지의 부조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된다.

그림 댄 그레이엄 개념도[ 5] , <Time Delay Room>,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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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살펴보면 두 개의 관람실에 모니터와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 5]

고 각 방에는 관람자 와 가 있다 관람자들은 방을 옮겨 다닐 수 있으며 자신, A B . , 

의 모습 혹은 옆방의 관람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과 같이 비디오 피. 

드백을 경험한다.

카메라 는 딜레이가 있고 카메라 는 라이브다· A B

관람자 는 관람자 의 라이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본다· A B

관람자 는 자신의 라이브 영상을 관람자 의 딜레이 영상을 본다· B , A .

세 번째 방은 두 방과 차단되어 있고 내레이터가 관람자 의 모· , A, B

습을 묘사하는 내레이션을 스피커를 통해 각 방에 전달한다. 20

이 과정에서 비디오 피드는 초간 딜레이되며 관객으로 하여금 시청각의 불8

일치와 함께 혼란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의 공공 공간. [ 5] <

두 관람객 에서 카메라는 반대편 거울의 상/ (Public Space/Two Audiences>(1976)

을 포착하여 거울 중간에 설치된 화면에 일정한 시간 격차로 송출한다 송출TV . 

된 이미지는 다시 거울에 반사되고 촬영되는 단계를 거듭하여 두 배의 시간 격차

를 갖게 된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뒤섞이며 지각이 교. 

란된다.

종래의 미디어 작품이 소리가 시각표상으로 전환되거나 관람자가 작품에 개

입하여 작품에 변형을 가하는 개입변형 구조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그의 작품은 - , 

관람자의 현존이 작품에 물리적 조작을 가하지 않고도 관람자의 인지 과정에 영

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관람자의 인지를 교란시키. 

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재료는 스크린과 거울이다 백영주 에 따르면 . (2011)

20 데이비드 조슬릿 피드백 노이즈 바이러스 백남준 앤디워홀 그리고 이미지 정치에 관하여 , : , 『 』,  
현실문화, 2016, 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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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비디오 컴퓨터 모니터 등 설치 작품에 사용된 스크린은 그 자체로써 , , TV, 

오브제(Objet)21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관람자의 경험은 스크린과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성격이 정의된다.22 그레이엄은 스크린을 공간의 구 

조로 확장하기 위해 전시공간 전체를 거울로 이용하였고 마주보는 거울이 서로를 , 

반복적으로 투영하여 무한한 공간을 그려내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 

거울이 공간의 구조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면 는 시간의 구조를 넘나드는 사물TV

로 역할하게 된다. 

그레이엄은 그의 작업에서 이미지 사운드 신체 장소성과 같은 요소가 지속적으로 , , , 

움직이는 관계성 속에 위치한다고 설명하며 공간의 한계와 지속성 변화가능성 등에 대, 

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 년대 후반부터 건축 퍼빌리온 작업에 몰두하며 거울이라. 1970

는 매체를 통해 관람자와 환경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왜곡하는 작업23을 진행했다.

21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용어이다.

22 백영주 스크린 기반 설치미술의 공간 체계와 관객성,「 」기초조형학연구, , 2011, Vol.12, No.4, p.204

그림 댄 그레이엄[ 6] , <Public Space/Two Audiences>, 1976. Courtesy 

Marian Goodman Galler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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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루프 알고리즘4-3. 

댄 그레이엄의 작품에서처럼 이미지가 반복되어 본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관계를 피드백 구조로 이해해볼 수 있다 피드백은 어떤 원인에 (Feedback) .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의해 그 결과를 줄이거나 늘리는 자동 조절 원‘

리 를 말하며 피드백 제어에 있어서 결과를 자동적으로 재투입시키는 궤환 회로’

를 피드백 루프 라 칭한다 다시 말해 출력의 일부를 다시 입력으(Feedback Loop) . , 

로 사용하여 시스템을 수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인데 피드백 루프 알, 

고리즘 기술은 작품이 관객이나 창작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상호작용한다는 측

면에서 앞서 다룬 상호작용 작품의 도식을 벗어나는 표현 기법으로 살펴볼 수 있

다. 

그의 작품에서 이와 같은 메타적인 표현은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거울과 스

크린 카메라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그림 의 라파엘 로자노 헤머, . , [ 7]

의 작품에서 피드백 루프는 디지털 알고리즘을 기술을 (R afael -Lozano Hemmer)

사용하여 구현된다 화면을 구성하는 작은 픽셀들은 작품 앞을 지나갔던 관객들의 . 

모습이며 이 픽셀 화면들은 하나로 모여 또 다른 관객의 실루엣 형상으로 형성된

다 댄 그레이엄과 라파엘의 작품은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이라는 차이가 존재하지. 

만 영상 기술의 시간 조작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

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디지털 매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체계를 교란시키며 우

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

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 자체에 대한 질문을 작품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구보다 새. 

23 정연심 댄 그래이엄의 비디오와 퍼빌리온 프로젝트 정보에서 인포메이션으로의 변화 , : ‘ ’ ‘ - ’「 」,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2011, Issue 34,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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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미디어 기술이 가져다주는 흥미로움과 기술적 지향점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

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연구자가 제작. 2014 2019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주제와 형식이 어떻게 관계하는지 살펴보며 새로운 창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더불어 작품의 변화 과정에서 디지털 스크. 

린의 사용 방식과 함께 주변 환경의 요소가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제, 

와 형식 그리고 공간의 관계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그림 라파엘 로자노 헤머[ 7] , <Close-up>, Shadow Box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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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작품 분석5 

관념의 시각적 재현5-1. 

연구자의 작품은 미디어 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개념들을 개인적 사유(media) , 

와 결합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형식을 이용해 드러낸다 미디어에 대한 개념이 다. 

시 미디어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스크린은 시각적 상징과 

은유를 내포하는 재료가 된다 대중적인 의미로 미디어 는 소통을 매개하는 . (media)

기술 매체 시스템으로 이해되지만 연구자에게 미디어는 인간의 지각과 생각 그리

고 사회의 흐름을 조장하며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림 연구자의 창작 방법론 구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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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라는 용어는 학문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연구되고 있지만 세대마다 새‘ ’

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만들어내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연구자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이러한 미. 

디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바라보며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medium) , 

개념과 개인적 관념을 다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조형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작품을 진행해왔다. 

그 중 년부터 년 사이 제작한 세 작품 미완의 언어2014 2015 < (Words in 

말 없는 말 불화하는 말들fragments )>(2014), < (Words without Words)> (2015), <

은 언어의 구조적 특징과 스크린의 채널 구조를 이(Words in dissonance)>(2015)

용해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위 세 작. 

품은 스크린을 주요 매체로 다루는 배경이 담긴 기조 작품으로써 본 논문에서 간

략히 다루고자 하였다 이후 년부터 년까지 스크린의 구조적 형식과 반. 2017 2019

영의 특성을 활용한 납작한 세계 <Flat Matter>(2017), < (Flat  Matters )>(2018), 

유령월 투명한 사물들< (Ghost Wall)> (2019), < (Invisibl e Matters )>(2019), 

는 본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작품으로 주제와 형식이 관계하는 <AACTF> (2019)

방식을 새로운 표현 기법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작품이다. 

초기작 의 경우 스크린 채널 구조를 중심으로 표현되며 이후의 작(2014~2015)

품들 은 스크린과 거울의 물리적 특징을 활용하는 작업으로 구분되지(2017~2019)

만 미디어에 대한 주제를 스크린을 재료로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초기작의 경. 

우 본문의 주제와 다소 다르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디지털 스크린

을 사용한 배경이 담긴 작업으로써 본문에서는 간략히 다루고자 결정하였다 다음 . 

장에서는 위의 개별 작품을 순서대로 살펴보며 스크린 사용의 변화와 주제 전달 

방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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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스크린의 채널 구조5-2. 

연구자는 주어진 현상이나 대상들을 구조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데 언어와 , 

미디어의 구조에 대해 다루는 미완의 언어 말 없는 말 불화하는 말들 은 < >, < >, < >

년 개인전 불화하는 말들2016 《 》에서 다사다변한 사회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빗대

는 내용으로 전시되었다.24 이성복 시인의 시론집 불화하는 말들 『 』에서 차용한 

전시 제목은 모든 것은 불화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삶의 모습과 작업 방법론을 연

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현실의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 ‘

고 부유하는 말들 을 전달하는 이중적 접근을 담고 있다 위 전시에서 선보인 아’ . 

래의 세 작품은 각기 다른 시기에 제작되었으나 당시 언어의 구조적인 문법 구조

와 법칙들이 문학적인 심상을 전달하는 현상에 의문을 가지며 기호와 의미의 관

계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된 작품들이다. 

미완의 언어 1. (2014)

우선 미완의 언어 는 다섯 채널로 구성된 스크린을 주‘ (Words  in Fragments)’ 

어 동사 형용사 목적어와 같은 영어의 문법과 결합하여 랜덤하게 재생되는 단어, , , 

들이 교차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도록 만든 영상 설치이다 특정 단. 

어들의 임의적 선택과 결합 은 각기 다른 모니터에서 다른 시간차로 시작과 끝‘ ’  

이 없이 반복 재생 됨으로써 무한히 순환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 

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의미와 구조의 인과 관계 없이 만들어진 문장들이기 때문

에 기능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미디어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창의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자문하는 작품이었다 다음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작가 노트이다. .

24 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소격동  2016 2016 12 2 11
소재의 세움아트스페이스 에서 진행되었다(Seum Art Space) .



40

그림 미완의 언어 채널 영상 설치[ 9] < (Words in fragments)>, 5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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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인 동시에 일종의 자전적 에세이인 미완의 언어< Words in fragments>

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진 기표와 기의의 레이어로서만 존재하여 개인의 

추상성에 맞닿을 수 없는 매체적 언어의 한계를 이야기한다 추상이 기호. 

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오역은 진공 상태의 언어를 구사

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욕구로 변모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과 결. , 

합만이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보기 좋, 

게 이를 이용해 무의미 시를 흉내내고 있을 수도 있다. 

위 작품 첫 번째 채널부터 네 번째 채널은 문학적인 심상을 드러내는 개별 단

어들을 임의로 수집하고 일련의 시간차로 재생하여 새로운 의미의 문장을 자동적

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동 시 로 해석하였다 실제 화면에서 나타나는 (Poem) . 

어구들은 과 같은 문장으‘Yesterday said the t ragedy.’, ‘That was another dream.’

로 주어 동사의 시점이 맞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부조리극이나 현

대시에서 볼 수 있는 문장들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채널은 소설에서 발췌한 생소. 

한 단어들을 캐스팅 조각으로 제작하고 여러 장소에서 파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한 비디오 에세이이다 이 채널에서는 연구자가 언어라는 매체에 대해 생각하. 

는 개념을 서술하여 매체로써 언어가 가진 도구적 기능성과 함께 자의적인 기능

성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채널 구조 채널 문법 구조: 5 ( )․

이미지 영문 텍스트 : ․

시퀀스 텍스트의 교차: ․

사운드 디지털 시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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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품 미완의 언어 의 채널 구조[ 10] < >

위와 같이 미완의 언어 는 내러티브를 가진 콘텐츠로써의 영상 이미지가 아< >

니라 언어가 가진 기능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텍스트 자체를 이미지로 활용하

였으며 스크린의 방향을 바닥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다섯 번째 채널에서 캐스팅 , 

조각이 바닥으로 낙하하는 장면의 시점을 일치하게 연출하였다 이에 더해 모니터. 

는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되어 관객들이 작품에 관여하고 문장의 구조를 변경시

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이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모니터용 프레임은 바퀴. 

를 통해 관객이 쉽게 움직이며 문장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져 작

업의 일부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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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언어의 도구적 기능과 자동성에 대해 짚어본 위 작품에서는 언어와 

미디어의 수동적 기능이 의미를 생성하며 자생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말 없는 말 2. (2015)

이후 년 독일 쿤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랄2015 (Künstlerhaus Schloß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Balmoral) 25 기간 동안 제작한 말 없는 말 < (Words 

은 사변적 서사의 내용을 가진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앞서 살펴without  Words> . 

25 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내부에서 진행된 교환 입주 프로그램으로 년   2015 2015
월부터 월까지 입주하였다6 8 .

그림 작품 미완의 언어 에 사용된 무빙 프레임 스케치[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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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미완의 언어 에서 텍스트라는 시각적 소재를 사용하여 언어에 대한 주제를 < >

직관적으로 드러내려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언어에 대한 주제를 상징적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당시 익숙하지 않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겪은 감정적인 상황과 독일의 대표 

문학작품인 괴테의 파우스트『 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영상 속 등장하는 돌은  . 

신화 속 시지프스 의 돌 바위 을 차용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 (Sisyphus)’ ( )

는 한 개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고 흑백으로 이미지가 교차되는 두 채널과 반, 

복적인 메트로놈 사운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영상 하단 자막처럼 나타나는 텍스트는 소설 파우스트『 』에서 주인

공 파우스트 박사와 악마 메피스토텔레스가 나누는 독일어 대사를 발췌하여 영문

과 한글로 자동 번역한 것이다 그 결과는 반연극 부조리극 의 양식처럼 상투적인 . ( )

대사 시점 없는 구조로 변환되어 전달능력을 상실한 말들이었다 즉 이미지의 이, . , 

분법적 구조와 언어의 실험을 통해 삶의 모순과 갈등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작품으로 두 개의 채널이 곧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작품이었다, .

그림 작품 말 없는 말 의 채널 구조[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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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말 없는 말 채널 영상설치[ 13] < (Words without words)>, 2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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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품 말 없는 말 의 시퀀스 이미지[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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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작품 말 없는 말 에 사용된 텍스트[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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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구조 채널 합치되는 이미지: 2 ( )․

이미지 신화 시지프스 의 돌바위: ‘ (Sisyphus)’ ( )․

흑백의 단색 이미지     

소설 파우스트     『 』의 대화 텍스트 자막( )

시퀀스 교차되는 흑백 이미지: ․

한 채널로 모아지는 돌

사운드 메트로놈 소리: ․

또한 정면을 향해 세워져 있는 모니터 구조는 소설 속 두 주인공이 대화하는 

장면처럼 무대 위 두 배우가 응시하는 듯한 구조로 고안했으며 메트로놈의 형태

를 모티브로 스크린의 설치 방식을 결정했다 결국 작품에 포함된 이미지와 색. , 

소리 형태 등은 비유와 상징 기법을 시각적으로 전환한 결과물로써 스크린의 설, 

치 형태와 함께 완성되는 작품이었다.

불화하는 말들 3. (2015)

이어 언어를 탐구하는 마지막 작품 불화하는 말들 은 < (Words i n Di ssonance)>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규격화되고 재단되는 인간상을 군중의 모습으로 형상화 한 

작품이다 이분법적 색상인 흑백의 이미지를 상하로 교차하여 미끄러지는 움직임. 

으로 나타내었으며 작품에 포함된 소리는 공장지대의 팬 소리와 인간의 들숨(fan) 

과 날숨 소리를 편집하여 공간을 메우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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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불화하는 말들 채널 영상설치[ 15] < (Words in dissonance)>, 1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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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불화하는 말들 의 채널 구조[ 16] < (Words in dissonance)>

채널구조 채널 인간 군중: 10 ( )․

이미지 흑백의 단색 이미지: ․

시퀀스 상하로 흐르며 교차하는 시퀀스: ․

사운드 공장의 소음 사람의 들숨과 날숨 소리: F an , ․

위와 같이 언어와 미디어를 인간과 사회의 모습으로 비유하는 세 작품은 스 

크린의 채널 구조와 영상 이미지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 물리적인 구조 전체를 공

감각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을 다채널로 변주하고 여러 . 

문법적 문학적 기법들을 차용한 시각적 표현 방식들은 연구자의 작품에서 반복·

적으로 드러나는 형식 언어로써 다음 작품의 기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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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품 미완의 언어 말 없는 말 불화하는 말들 의 창작 구조[ 17] < >, < >, < >

반영과 순환 표현으로써의 메타성5-3. 

언어의 개념과 미디어의 작동방식을 결합한 작품에서 살펴보았듯 주목할 것

은 연구자의 작품 형식에 주로 등장하는 디지털 스크린이다 년부터 까. 2017 2019

지의 시기는 앞서 다루었던 주제인 언어보다 연구자가 사용하는 재료인 디지털 

스크린에 주목하였다 특히 스크린의 표면적 속성에 주목하며 디지털 액정이 실제. 

의 세계를 가상의 납작한 이미지 상태로 세계에 송출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은

폐성과 조작성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디지털 스크린은 촬영된 영상 혹은 편집된 가상의 이미지를 유리 스크린에  

투사하여 액정의 밖 을 향해 내비치는 특징이 있는데 년 납작한 물(outside) , 2017 <

질 부터는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며 스크린과 동질적인 특징(Fl at matt er)>(2017)

을 갖고 있는 거울을 작품에 접목하였다 거울은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안. (inner 

으로 포섭하여 반사하여 반전된 상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두 재료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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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실재의 상을 비추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자는 바깥 방향으로 후

자는 안쪽 방향으로 이미지를 포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두 재료의 반. 

대되는 특성을 결합하여 미디어에 대한 관념을 드러내는 작업인 시리즈 <Flat -> 

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납작한 물질 1. (2017)

연구자의 작품 납작한 물질 은 대상을 투영 하지만 실< (Flat matter)>(2017) ‘ ’ ‘

재가 아닌 것들을 비추는 스크린과 거울의 동질적인 매체성을 다룬다 미디어로 ’ . 

전파되는 허구적 이미지와 실제의 간극 오류로써의 세계를 함축적 이미지로 소거, 

하여 다시 스크린의 물성을 빌려 나타내는 작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작품 제목에서의 납작한 이라는 표현은 입체적이며 방향성을 가진 물리‘ (flat )’

적 세계가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되며 얇은 액정 표면에 디지털 입자로 표현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물질 이란 사물로써의 미디어 그리고 거울의 물질성을 ‘ (matt er)’

뜻하여 실제 세계와 미디어와의 관계를 내포하는 의미로써 사용되었다.

우연히도 프레드릭 제임슨 은 미디어 스크린에 대하여 비슷(F redric Jameson)

한 통찰을 제시하는데 그는 스크린을 납작한 이미지의 표면 이라 지칭하며 디지, “ ”

털 테크놀로지를 기계가 가진 표상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임을 설명한다.26

이제 곧 고찰해야 할 것은 우리 시대의 테크놀로지가 위에서 언급한 기계

가 가진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원동기 실러의 양곡기나 굴뚝. , , 

바로크 양식으로 장식한 관과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유선형 모양의 기차 , 

등이 이제 외형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상징적시각적인 힘을 갖지 않는 컴, ․
퓨터 혹은 여러 종류의 미디어들이 가진 외피들 나아가 확실한 설명 없이 , 

26 박해천 인터페이스 연대기 인간 디자인 테크놀로지 , : , , 『 』디자인플럭스현실문화연구, ( ), 2009, 
에서 재인용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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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잘거리기만 하며 그 속에 납작한 이미지의 표면만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

전이라 불리는 저 가전제품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다. 27

이 작품에서는 디지털 스크린이 이미지를 투사하는 특징과 거울이 상을 내부

로 포섭하는 특징을 결합하여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재료가 겹쳤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 착시를 이용한다 두 가지 재료가 상을 다르게 반영하는 모습을 이용하여 . 

미디어의 은폐적인 특징을 조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시스템의 오류화PC 

면인 블루스크린과 레드스크린을 통해 미디어가 사회를 조종하는 매개체임을 은

유적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불어 미디어가 유통하는 이미지의 상품. 

성은 기념비적인 조형성을 이용해 나타내었다.

27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 New York: Duke 「 」

University Press, 1991, pp. 35-36.

그림 작품 시리즈에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 18]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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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19] < 3(Flat Matter 3)>, 2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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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0] < 2(Flat Matter 2)>, 2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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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1] < 4(Flat Matter 4)>, 2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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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2] < 5(Flat Matter 5)>, 2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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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3] < 6(Flat Matter 6)>, 2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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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4] < 7(Flat Matter 7)>, 2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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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채널 이미지 인스톨레이션 복합매체[ 25] < 1(Flat Matter 1)>, 2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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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년에서 년 사이 스크린 기반의 설치 작품1960 1980

에서 스크린은 그 안에서 전달되는 내용보다는 공간 안에서 관객의 인지를 교란

시키며 현존에 대한 의구점을 끌어내는 장치로써 사용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사물. 

로서의 스크린을 인지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현재와 스크린이 재현하는 이미지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스크린은 다른 세계로의 문 이 되며 육. (portal ) , 

체는 현실에 있지만 정신은 스크린에 투사되는 환영의 세계로 몰입되도록 유도된

다 여기서 창작자는 스크린의 사물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스크린의 이미지가 지각. 

되는 경로를 다원화시켰는데,28 연구자의 경우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이미지가  

개인에게 유통되는 최종 경로인 스크린의 물신성과 상품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써 스크린을 조형물의 형상으로 치환하고자 하였다.

28 백영주 스크린 기반 설치미술의 공간 체계와 관객성초기 스크린 기반 설치미술 작품을  , -「

중심으로」한국기초조형학회, , Vol.12, No.4, 2011, pp. 206-207

그림 작품 시리즈의 창작 도식[ 26] <Flat->



62

시리즈는 총 일곱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아래 그림은 그 <Flat Matt er> , 

중 여섯 작품에 사용된 거울과 스크린의 배치를 표시한 설명이다. 

그림 [ 27]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왼쪽 스크린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 3(Flat Matter 3)> . 

이등변 삼각형 모양과 오른쪽 스크린에서 하단 사각형 부분이 거울이다 각 스크린에는 색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왼쪽 스크린의 오른쪽 면에 닿은 유선형 [ 28] < 2(Flat Matter 2)> . 

모양과 오른쪽 스크린의 하단 사각형 부분이 거울이다 왼쪽 스크린은 색면 이미지 오른쪽 스크린은 광물의 . , 

질감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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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오른쪽 스크린의 하단 사각형 부분만 [ 29] < 4(Flat Matter 4)> . 

거울이다 왼쪽 스크린은 광물의 질감을 나타내는 이미지 오른쪽 스크린은 색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 .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왼쪽 스크린의 오른쪽 면에 닿은 유선형 [ 30] < 5(Flat Matter 5)> . 

모양만 거울이다 왼쪽 스크린은 스크린 오른쪽 스크린은 색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OF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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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왼쪽 스크린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 31] < 7(Flat Matter 7)> . 

이등변 삼각형 모양과 오른쪽 스크린에서 왼쪽 모서리의 직사각형 부분이 거울이다 오른쪽 스크린을 가로로 . 

회전하여 조형적 변화를 주었다.

그림 납작한 물질 에서 스크린과 거울의 배치 오른쪽 스크린의 하단 사각형 부분만 [ 32] < 1(Flat Matter 1)> . 

거울이다 왼쪽 스크린은 광물의 질감을 나타내는 이미지 오른쪽 스크린은 색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두 . , . 

스크린을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조형적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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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구조 채널: 2․

이미지 블루스크린과 레드스크린: ․

시퀀스 없음: ․

사운드 없음: ․

 두 스크린이 도 각도로 포개어진 작품에서 먼저 인식되는 것은 모니터의 표90

면에 부착된 거울 안쪽으로 반사되는 이미지이다 때문에 더욱이 납작하고 견고한 . 

기성품인 스크린은 환영보다 뒤늦게 인지된다 관객은 작품의 앞에서 모니터 너머의 . 

공간이 실재하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각도를 바꿔 작품의 뒷면을 마주하는 순간 공

산품으로써 제작된 모니터의 기계적인 단면을 확인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착시. 

를 미디어가 편집하는 실제 세계의 이미지와 더 넓게는 이미지를 포장하여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교란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비판하는 역할로써 사용하고자 했다.

그림 작품 납작한 물질 의 설치 매뉴얼 일부[ 33] < 3 (Flat Mat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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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세계 2. (2018)

이후 년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2018

개인전 납작한 세계(Flat Matt ers)《 (》2018)29는 전작 납작한 물질 에서 이어진 < >

작품으로 전시 공간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작품이 한 공간 안에서 구성되어 관객, 

이 작품을 더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 납작한 물질 에. < >

서는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와 주제 전달 방법에 대해 집중하였다면 아래 작품은 

전시라는 이벤트와 공간의 제반사항이 작품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작업이었다. 

개별 작품으로 제작되었던 납작한 물질 을 전시 공간 안에서 하나의 작품으< >

로 보이는 방법을 먼저 연구하였고 공간의 크기 관객의 시야를 고려한 작품 사, , 

이의 거리 등이 작품의 최종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작품 설치 

방식 작품 크기 개수 등이 결정되었다, , .

스크린 속 이미지

납작한 물질 에 이어 납작한 세계 에서도 단색 이미지가 조형 요소로 사< > < >

용되었는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오류를 복구하지 , 

못할 때 나타나는 화면에서 차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블루스크린의 본래 . 

용어는 에서 기인한다 이 파란 화면은 한 개인이 소유한 컴‘Blue screen of death ’ . 

퓨터에서는 단순히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는 이미지가 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사용, 

되는 광고보드 혹은 여러 발권 시스템을 표시하는 스크린에서 발견될 때 사회가 

구축한 거대 시스템을 인지하도록 만들며 마치 화면을 마주하고 있는 개인을 가, 

상 세계의 게임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유도한다. 

29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한양도성길에 위치한 원앤제이 플러스원 에서  2018 9 6 9 27 ‘ (One and J.+1)’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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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블루스크린의 색상은 

윈도우 커널 을 만든 데(windows kernel)

이브 커터 가 각기 다른 색(Dave Culter) ‘

을 적은 종이를 뒤집어 놓고 뽑기(Color)

를 했는데 그때 뽑힌 것이 파란색’30이

었다는 일화에서 출발한다 또한 오류 . 

스크린의 종류는 블루스크린 뿐만 아니

라 레드스크린 퍼플스크린 화이트스크, , 

린 블랙스크린 등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 

않은 네 개의 화면이 더 존재한다. 

연구자는 컴퓨터 화면이 만들어내

는 오류화면과 디자인 요소로 인식되는  

네 개의 색상을 작품의 화면으로 사용

하였고 반듯하게 만들어져 고가로 판매

되는 스크린과 거울을 결합하여 마치 상품처럼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TV

사실은 오류로 가득 찬 화면임을 전달하고자 했다. 

각 화면에서는 블루스크린과 레드스크린 화이트스크린 블랙스크린이 마우, , , 

스의 클릭 소리와 함께 일정한 간격으로 점멸하며 보여 진다 납작한 물질 은 . < >

정지된 이미지를 사용하였지만 납작한 세계 에서는 디지털 증후군의 하나인 리< > ‘

셋 증후군(R eset syndrome)’31을 표현하기 위해 스크린이 켜지고 꺼지는 전환 효

과를 사용하였다. 

30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팀 블로그    
https://blogs.technet.microsoft.com/koreapartner/2009/04/30/1053/

31 컴퓨터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만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세계에서도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림 [ 34] Blue  Screen of Death on Windows XP on 

drugstore in 2019 출처 위키피디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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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화면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광물의 이미지는 총 가지 종류의 이3

미지로 첫째는 광물 표면의 실제 이미지 둘째는 디지털로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 , , 

셋째는 맵핑에 사용되는 텍스쳐 이미지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3D . 

미지가 뒤섞여 나타나며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을 때 관객은 

간접적으로 리셋 증후군을 마주하게 된다‘ ’ .

채널구조 채널: 2․

이미지 레드스크린 블루스크린 화이트스크린 블랙스크린: , , , ․

광물의 표면 사진 만들어진 광물의 표면 이미지         , , 3D텍스쳐로 

사용되는 광물의 이미지         

시퀀스 레드스크린과 블루스크린 화이트스크린 광물 이미지의 : , , ․

교차 블랙아웃         (Blackout)

사운드 마우스의 클릭 소음: ․

설치 구성 

스크린 상에 보이는 디지털 이미지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연출되었으나 작품, 

의 물리적인 형태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공간의 규모와 작

품 크기의 관계이다 작품에 사용하는 모니터의 크기는 인치. 48 32로 시야에서 약 

이상의 거리에서 보았을 때 의도한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2m

으로 그림 와 같은 구성으로 배치되었다 총 여섯 개의 작품이 공간 내에 배[ 35] . 

치되어 어떤 각도에서도 관객이 모니터의 세계에 들어선 것처럼 연출하였다.

전시 공간 내에서 ㄱ 자 도 로 만들어진 개별 작품들은 입구부터의 동선을 ‘ ’ (90 )

따라 관객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위치하여 비교적 좁은 공간 내에서 관객이 미디

32 인치 모니터의 사이즈는 긴 면이 약 짧은 면이 약 이다 48 106cm, 6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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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둘러싸인 상황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종 미디어  . 

디바이스부터 보이지 않는 미디어 플랫폼이 사회 전반에 포진해있는 상황을 작품

과 공간의 조건 내에서 은유적으로 빗대기 위한 것이었다 아래의 글은 전시를 관. 

람한 큐레이터가 미디어와 관객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한 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작가는 사회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틈을 발견하고 그 유약함을 드, 

러내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자의 관계가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고를 조종한다는 점

은 작가가 포착한 균열의 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각종 크기의 사각형으로 . 

이루어진 디지털 미디어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이며, 

그것의 부재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마치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립되는 . 

것처럼 미디어의 부재는 이와 동일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 . 

가 진실은 아니듯 미디어 역시 세계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완벽한 매체가 

아니다 수용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받아들이거나 의심.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압축된 정보들 그래서 점점 단편적으로 귀결되는 . , 

사고들이 세계를 작동시킨다.33

위와 같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스크린을 바닥으로부터 세우, 

는 설치 방식은 좁은 전시 공간에서 적절하지 않았고 관객의 시야에 보다 가까운 

눈높이로 설치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랐다 이러한 제약은 모니터를 눈높이로 올리. 

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작품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는 방향으로 전

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결된 두 모니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였고 결과적으로 그림 처럼 바닥과 천정을 잇는 파이프에 모니터를 부착하는 , [ 35]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결국 제작된 브라켓과 일직선의 파이프에 고정된 작품이 숲. 

33 김미정 모니터 너머를 의심하는 일 ,「 ,」 년 권아람 개인전 평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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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35] 《 의》 설치 예상 스케치 정면 시점  ( )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36] 《 의》 설치 예상 스케치 상단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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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처럼 관객을 둘러싸게 되며 여섯 피스의 작품들이 공간 안에서 하나의 작

품처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들은 재생되는 매체의 물리적인 형태나 의

미 그리고 시연되는 장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스크리닝(S creening)34이나 

전광판의 형태로 상영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작업은 스크린 속 이미지와 매체의 . 

형태구조 그리고 공간과 관객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결과물로써 최종 형태· , 

를 찾아나간다 결국 미디어에 관한 상징적인 요소들로부터 환경을 조성하는 일까. 

지 공간 전체를 포함하는 일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완성된 작품 사진과 설명이다 .

34 영화 혹은 무빙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사기술을 활용한 기법을 의미한다 .

그림 모니터와 브라켓 연결 구조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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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세계 는 개인의 영역으로 침투한 미디어가 세계를 평평한 이미⟪ ⟫

지로 전송하는 현상에 대한 반추에서 시작된다 실제의 세계는 폭과 높이. , 

깊이가 제거된 이미지로 조작되고 유통되며 디지털 세계에 익숙한 수용자

의 언어와 사고 습관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세계로 소비되고 발화된다 육. 

체는 실제의 세계에 있지만 사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다 미디. 

어의 평평한 스크린은세계를 납작한 이미지로 유통하며 이를 가속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나는 인간의 발명품인 미디어가 조용히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이 유기적 관계에 자문하며 디지털 스크린의 형식적 특징을 조형 언어

로 치환하고 미디어가 반영하는 이미지들이 납작한 물질에 불과한 것을 드

러내고자 한다. 

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38] (Flat Matters)《 》전시 전경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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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작업들의 경우 인간을 둘러싼 도구들 주로 언어와 신체 그리고 미디, 

어에 대한 사유와 개념적 연계성을 복합 매체 를 이용해 압축(mixed media)

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을 이용해 드러내왔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근본적으. 

로 불완전한 세계관과 개인적 사유가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 신작 납작. 「

한 세계(Flat Matters)」는 미디어로 전파되는 허구적 이미지와 실제의 간극, 

오류로써의 세계를 함축적 이미지로 소거하여 다시 스크린의 물성을 빌려 

나타내는 작업이다 세계의 상품화와 의식의 점령을 가속시키는 스크린 매. 

체를 기념비적 형태로 치환하여 미디어에 대한 사유를 담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대상을 투영하지만 실제가 아닌 것을 비추며 평평하게 존재하는 ‘ ' ‘ ' ‘ '

스크린과 거울은 서로를 매개하며 평면 너머의 공간을 생성하지만 실상 반

사되는 허상의 이미지다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포장되어 전달되는 세계의 . 

이미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오롯이 나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허상을 좇기에 숨가쁘다 디지털 사회가 주장하는 미디어의 공유라, . ‘ '

는 개념은 실제와 가상의 반대개념을 뜻하는 불교에서의 공유‘ (空有 와 같)'*

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다 실제와 비실제 평면과 이면 허상과 현실 사이. , , 

에서 리셋 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다시 현(Reset)

실의 이야기는 아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발견된 비물질 파일 표본들과 오. 

류 가득한 화면들은 어쩌면 허구 가득한 디지털 사회에 걸맞는 모뉴먼트가 

아닐지 자문해본다. 

공 과 유 평등과 차별 실체와 가상 처럼 논리상 반대가 되는 두 개의 * ( ) ( ), , ( )空 有 假象

개념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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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39] (Flat Matters)《 》전시 전경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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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40] (Flat Matters )《 》전시 전경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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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세계 복합매체 가변크기[ 41] < (Flat Matters)> 6/6,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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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세계 복합매체 가변크기[ 42] < (Flat Matters)> 6/6, , , 2018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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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세계 복합매체 가변크기[ 43] < (Flat Matters)> 1/6, 2/6, 3/6, 5/6,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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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매체로의 전환

설치물로 제작 된 납작한 세계 는 이후 도록으로 출간되었다 작품 이미지< > . 

와 설명이 포함된 기록형 책으로 제작에 앞서 작품의 형태와 특성이 책이라는 평, 

면 매체에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기획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모니터와 . 

거울을 이용한 년 작업 납작한 물질 과 그 작품을 변주한 년 납작한 2017 < > 2018 <

세계 를 한데 보여주고자 했고 각각의 작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작품 전체를 포괄> , 

하는 설명과 평론을 이미지와 별도로 배치하여 텍스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전시도록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납작한 세계 를 도록 전반에 배< >

치하여 작품 이미지가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작품 설명과 함께 . 

평론을 배치한 후 해당 작업의 출발점인 전작 납작한 물질 을 도록 후반에 실음< >

으로써 작품의 배경을 짚어보듯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특히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작품의 물성을 평면의 종이 안에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는데 공업 생산품인 스크린의 매끈한 시각적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 

작품 사진이 담긴 페이지는 유광의 종이를 사용하여 거울의 반사되는 느낌을 전

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반대로 작품 텍스트가 배치되는 페이지는 건조한 질감의 . 

모조지를 사용하여 오로지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질감을 사용하였다 작품과 설. 

명이 각기 다른 챕터처럼 구성되어 비록 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작품의 변화 60

과정 형식과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였다, . 

더불어 년 납작한 세계 에서 점멸하는 스크린의 색상들을 시퀀스의 효2018 < >

과처럼 전달하기 위해 평면의 페이지를 하나의 프레임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페이. 

지의 배경색을 스크린 속 나타나는 색상으로 적용하였고 페이지를 넘길 경우 실

제 작품과 같은 효과가 연출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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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개인전 납작한 세계      [ 44] (Flat Matters)《 의 》 전시 도록 , 2018  

납작한 세계2018 작품 텍스트 납작한 물질2017 

페이지 1~24p 25~36p 37~55p

종이의 질감 광택 매트한 질감 광택

레이아웃 전면 이미지전시 전경( ) 단 칼럼 텍스트1 중앙 배치70%size 

배경 색상 스크린 상의 색상 흰색 검정

표 도록 구성 요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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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납작한 세계[ 45] (Flat Matters)《 》도록 펼침 페이지 pp.16-17 

그림 납작한 세계[ 46] (Flat Matters )《 》도록 펼침 페이지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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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7] 납작한 세계(Flat Matters)《 》도록 펼침 페이지   pp.20-21 

그림 납작한 세계[ 48] (Flat Matters)《 》도록 펼침 페이지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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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두 모니터가 데칼코마니처럼 서로를 반영하는 구조를 지면에 반영

하기 위해 대칭구조의 레이아웃을 사용하였다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의 상. 

하좌우 여백이 같지 않고 좌우 페이지의 안쪽 여백을 넓게 설정하였고 대칭구조, 

를 눈에 띄게 드러내고자 페이지 넘버를 안쪽 중앙에 삽입하였다. 35

35 완성된 도록은 온라인 플랫폼 에이독스 (Adocs 에서 열람 가능하다) . 
납작한세계https://adocs.co/books/ - -flat-matters/

그림 납작한 세계[ 49] (Flat Matters)《 》도록 펼침 페이지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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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lat Walls (2019)

이후 진행된 는 앞서 살펴본 납작한 세계 와 뒤에 살펴볼 유<Flat Walls> < > <

령 월 사이 제작한 습작으로 각각의 스크린 모니터가 공간의 특수성에 얽매이지 > 

않고 별도의 지지체로 서서 작품의 이동과 전시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거울과 모니터의 반영 구조가 스크린이 도로 마주보는 앞면에서만 . 90

보이는 한계를 확장하여 작품 뒷면에도 동일한 구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그림 작품 의 프레임 구조[ 50] <Flat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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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품 의 스케치[ 51] <Flat Walls>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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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매체 가변크기[ 52] <Flat Walls>, , , 2019



87

유령월 4. (2019)

이후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 불안한 사물들《 》36에서 전시

된 유령 월 과 투명한 사물들 은 세계가 유리로 < (Ghost wall)> < (Invisibl e Matters )>

만들어진 각종 스크린을 통해 연결되며 물리적 공간성과 시간성을 무너트리는 현

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계획되었다 전작 납작한 세계 에서 대상을 투영 하지만 . < > ‘ ’

실재 가 아닌 것들을 비추는 스크린과 거울의 동질적인 매체성에 주목하였다면‘ ’ , 

두 작품은 세계가 스크린을 통해 비가시적인 대상으로 유영하는 모습을 스크린의 

원천 재료인 유리의 상징적 투명성을 소재로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스크린 속 이미지

우리가 종종 유리와 결부시키는 물리적 작용들 예를 들어 응시 비춤 투명‘ , , , 

함 등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는 법을 기술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능’37

하는데 그 사이에서 디지털 액정의 원천재료가 되는 유리는 세계를 매개하면서 , 

정작 자신의 존재감은 드러내지 않는 모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스크린의 액정. 

은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이자 유리창이지만 부서짐으로써 비로소 존재를 드러, 

내는 아이러니를 갖는데 전시에서 각 스크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각, 

종 기기의 액정 유리 균열들은 이러한 이중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미지로 사용( ) 

되었다.

유령 월 은 전작에 이어 진행된 작업이었지만 기획전시의 특성상 전시 주제< >

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했기에 레드스크린과 블랙스크린 그리고 균열이 맺힌 유

리 이미지를 사용하여 더 직관적인 모습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전시를 기획한 큐. 

레이터는 작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36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된 기획전으로 한희진  2019 6 26 9 22
큐레이터가 기획하고 권아람 김경태 이희준 최고은 허우중이 참여하였다, , , , .

37 존 개리슨 유리 ,『 ,』플레이타임 , 201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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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디지털 미디어를 구성하는 유리라는 사물에 집중한다 컴퓨터 태 . , 

블릿 스마트폰의 스크린 표면의 플라스틱 처리 유무만 다를 뿐 모두 유리, 

이다 여기에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회로 기판과 인터넷 망의 소재 역. 

시 유리섬유다 오래 전부터 유리는 컵 거울 창문 벽 각종 렌즈 등의 소. , , , , 

재로 무엇을 담고 비추고 보호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중략 작가는 깨진 유리 이미지를 사용하여 세상을 매개하는 유리의 . ( )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38

채널구조 채널: 2․

이미지 레드스크린 블랙스크린 균열이 간 유리 이미지: , , ․

시퀀스 레드스크린과 블루스크린균열이 간 유리 이미지의: ․

교차 블랙아웃         (Blackout)

사운드 마우스의 클릭 소음: ․

설치 구성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작품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작품 의도 및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뿐 아니라 공간의 특성도 포함된다 두 작품이 전시되는 서. 

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구 벨기에 영사관39으로 사용되었던 문화재이다 작품을 . 

선보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전시 공간과 다르게 작품 설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곳이었다 벽을 포함해 바닥과 천정 등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공법과 도구. 

38 한희진 불안한 사물들 전시 서문 , , 2019《 》

39 대한제국 주재 벨기에 영사관 건물로서 한옥 밀집 지역인 회현동에 그 부지를  (1897 ~ 1910) , 
마련하고 년 준공되었으나 이후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의 남현동으로 이전1905 , , 
문화재 관리국 현 문화재청 전문 위원들의 도움으로 복원되었다 년 월 우리은행이 ( ) . 2004 5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에 무상임대하여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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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이 불가하여 작품이 온전하게 바닥 위에 지탱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 

다 따라서 기존 작업에서 바닥과 천정을 잇는 단순한 형태의 고정성을 버리고 바. 

닥 지지형의 구조물에 스크린이 설치되는 형태로 방법을 모색했다. 

전시장의 입구가 두 방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년 진행한 납작한 세2018 《

계 와 다르게 관객의 동선이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있었다 작품의 특성 상 거울. 》

과 스크린의 착시 이미지는 비교적 한정된 방향 모니터 앞면에서 가능하여 작품( )

을 다양한 방향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 반대편 전경 작품의 [ 54] 1 2 . 

실체 크기 방향을 고려하기 위한 테스트, .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 전경 일반 [ 53] 1 2 . 

전시공간보다 천고가 높으며 건축 양식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장소이므로 작품과 공간의 어울림을 고려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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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5] < (Ghost Wall)> 1, 2019 

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6] < (Ghost Wall)>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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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7] < (Ghost Wall)> 3, 2019

그림 유령월 개별 작품의 설치 예상 스케치 [ 58] < (Ghost Wall)>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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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총 개의 개별 피스로 제작되었는데 모니터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4

방법으로 세로로 모니터에 연결된 파이프를 상단에서 가로로 이어주어야 했다 흔. 

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을 잡아주는 별도의 파이프를 연결하여 총 세 개의 기

둥이 바닥 지지 판으로부터 솟아 상단에서 연결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관객의 . 

눈높이에서 스크린을 마주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 소재의 구조물이 작품의 

일부로 디자인 되도록 변형되는 과정을 겪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현되었다. 

또한 구 벨기에 영사관이었던 남서울미술관의 건축양식을 고려하여 프레임의 끝 

모양새 등을 결정하였고 모니터 외관의 검은 색을 따라 스크린에서 이어지는 것

처럼 검은 색상으로 도색을 마무리하였다 작품의 최종 크기는 가로 세로 . 2m 2m 

로 모니터의 크기는 프레임에 설치되었을 때 시각적 균형감을 얻는 비율과20cm , 

관객의 시점이 스크린과 일치하는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그림 유령월 설치 예상 스케치 상단 시점[ 59] < (Ghost Wall)>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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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령월 설치 예상 스케치 전시실에서 전시실로 통하는 입구 시점[ 60] < (Ghost Wall)> (1 2 ), 2019 

그림 유령월 설치 예상 스케치 전시실 입구 시점[ 61] < (Ghost Wall)> (2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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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작품은 위와 같다 사전 답사를 통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스케. 

치의 수정과정 테스트 프레임 제작을 통해 비교적 예상한 방향과 비슷한 작품을 , 

얻을 수 있었다. 

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2] < (Ghost Wall)>,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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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3] < (Ghost Wall)>,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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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4] < (Ghost Wall)>,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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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5] < (Ghost Wall)>,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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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유령월 복합매체 가변크기 [ 66] < (Ghost Wall)>,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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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물들 5. (2019)

앞의 작품 유령 월 이 남서울미술관의 공간적 조건에 반응하는 지지체로써 < >

설계되어 스크린과 스크린 사이의 반영에 주목했다면 투명한 사물들 , < (Invisible 

은 거울을 바닥에 설치하여 사각 스크린의 내부에서 반영되던 구조를 전matters )>

시공간으로 확장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년 납작한 물질 처럼 스. 2017 < >

크린이 관객의 시야 높이로 보이기 위해 지지되던 구조물을 버리고 스크린 자체

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하였다 이전 작품들이 스크린을 이용해 미디어의 속성. 

을 비판하는 작품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형성이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

문에 투명한 사물들 에서는 스크린과 거울의 반영 구조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 > . 

또한 유령 월 에 비해 비교적 면적이 좁은 남서울미술관의 전시실의 공간을 효< > 9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에서 오른쪽을 [ 67] 2 9

바라본 전경 전시실에 비해 협소하여 전체 폭이 카메라 뷰에 . 2

담기지 않는다. 

그림 남서울미술관 층 전시실 입구에서 왼쪽을 바라본  [ 68] 2 9

전경 문과 실내 기물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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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투명한 사물들 설치 예상 스케치 상단 시점[ 69] < (Invisible matters)> ( ), 2019

그림 투명한 사물들 설치 예상 스케치 정면 시점[ 70] < (Invisible matters)>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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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작품은 위와 같다 위 작품은 관객이 동선이 작품의 앞쪽 방향으로만 제. 

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놓인 거울의 안쪽 모서리에 스크린을 일률적인 모 

습으로 설치하여 스크린에서 점멸하는 화이트스크린과 유리 균열 이미지가 바닥

에 설치된 거울로 확장되는 모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1] < (Invisible matters)>,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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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2] < (Invisible matters)>,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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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3] < (Invisible matters)>,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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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투명한 사물들 복합매체 가변크기 [ 74] < (Invisible matters)>,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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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구조 채널: 2․

이미지 화이트스크린 블랙스크린 균열이 간 유리 이미지: , , ․

시퀀스 화이트스크린과 블루스크린균열이 간 유리 이미지의: ․

교차 블랙아웃         (Blackout)

사운드 마우스의 클릭 소음: ․

유령 월 에서 스크린의 표면에 부착된 거울과 스크린의 반영이 차적인 구< > 1

조였다면 투명한 사물들 에서 모니터에 부착된 거울은 바닥의 거울로 반사되는 < >

차적인 반영을 이용한 작품이었다 비록 천정의 높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스크린2 . 

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으나 관람자의 시점이 아래를 향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기도 했다. 

전시 불안한 사물들《 》에서는 공간의 조건과 제약이 작품의 구조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시리즈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시도할 수 있는 기회로 <Flat->

작품의 주제와 재료 형식 공간 관객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업이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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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ACTF (2019)

이전 작품들에서 디지털 액정 스크린과 거울의 물리적 속성을 이용해 상의 

반영 효과를 작품의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구현하였다면 는 관념으로부‘AAC TF’

터 시작한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모티브를 찾고자 시도하였

다 작품 제목은 독일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소. (Institut Fur 

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대 미디어 기업Medien-und Kommunikationspolitik , IM) 50

에서 순의 그룹의 첫 글자를 모아 가상의 브랜드네임으로 구성한 제목이다 올해 5 . 

이 발표한 미디어 그룹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ifM . AT&T(Ameri can 

는 미국의 모바일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유로 방송 Telephone & Telegraph Inc.) , ,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년 타임워너를 인수 합병 시킨 후 할리우드 최2018 , 

대 영화사인 워너 브라더스 뉴스 전문 채널 등을 소유하며 글로벌 미디‘ ’, ‘C NN’

어 전쟁에 대비하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두 번째 순위 그룹인 알파벳 주식회사. 

는 구글 의 공동 설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설(Alphabet Inc.) (Google)

립한 미국의 복합기업으로 구글 자회사를 포함하여 라이프 사이언스 생체 콘택(

트렌즈 캘리코수명 연구소 랩 무인 자동차 등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세 ), ( ), X ( ) . 

번째 규모의 기업 컴캐스트 는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로(C omcast Corporation) TV , 

초고속 인터넷과 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미국 대 공중파 유3 NBC, CNBC, 

니버설 스튜디오로 구성된 유니버설을 인수하여 미국 내 종합엔터테인먼트 NBC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어 월트디즈니컴퍼니. (The Walt Di sney 

는 영화 스튜디오를 포함하여 방송 스포츠 채널 세기폭Company) ABC , ESPN,  20

스 텔레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유하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 

는 세계 최대의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마지막 기업은 이례적이게. 

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만으로 순위에 오른 페이스북 이다 전 세계 (Facebook) . 3

명 가운데 한 사람이 페이스북을 할 정도의 월 실 사용자 수가 억명에 달하는22 40 

페이스북은 일대 다수의 관계를 갖는 위의 네 기업과 다르게 일대 일 관계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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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단기간 최고의 수익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다섯 기업은 모두 방송 통신 인터넷 뉴스 콘텐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 , , , , 

제공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전 세계인들이 보고 듣고 연결되는 통로와 정

보를 제공한다 그 범위는 실제 삶의 이슈를 다루는 뉴스부터 여가 및 일상을 다. 

루는 서비스까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모든 매체들에 기반 한다SNS .  

년 에서부터 년 투명한 사물들 까지 거울과 스크린2017 <Flat Matter> 2019 < >

의 반사 구조를 이용해 미디어에 대한 관념적 의미를 은유적이며 조형적인 형태

로 전달하고자 했다면 는 미디어가 실제 삶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AAC TF>

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작품이다. 

한 개인이 성장하며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정보와 콘텐츠는 위와 같은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의해 편집되고 보도되며 유통된 것이다 유아기 텔레비전에서 시청. 

하던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가 캐릭터 산업이 되어 침대 맡에 놓이는 인형이 되

기까지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접한 뉴스를 서비스에서 타인과 공유하고 의견, SNS 

을 나누는 과정까지 미디어로 전달되고 경험되는 모든 정보들은 위의 거대 기업

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위 는 세계 경제 규모 위 기업으로 . 1 AT&T 12

40 뉴스 KBS《 》고영태 페이스북 사용자 억 유튜브와 위챗은 년 월 일, , “ 22 ?”(2018 8 27 )…

순위 기업명

1 AT&T Inc. (Dallas/US) € 144,590 Mrd
2 Alphabet Inc. (Mountain View/US) € 115,850 Mrd.

3 Comcast Corporation (Philadelphia/US) € 80,020 Mrd.
4 The Walt Disney Company (Burbank/US) € 50,330 Mrd.
5 Facebook, Inc. (Palo Alto/US) € 47,280 Mrd.

표 세계 규모 대 미디어 그룹의 순위[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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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은행 혹은 전자 제품 생산 기업인 삼성 일렉트로닉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

한다.

그만큼 콘텐츠를 생산하고 미디어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얼마나 우리 일상

을 지배하고 있는지 재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은 미디어 산업이 인

간의 인지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인가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전작 납작한 세계 에서 납작한 스크린 위로 전송되는 정보들이 . < >

인간의 생각을 조장한다는 내용은 에서 실제 미디어 산업이 어떤 정보들‘AACTF ’

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설치방식

가 전시되는 공간은 이전의 전시 장소들과 다르게 공간의 특수성이 ‘AACTF ’

작품 구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전시 공간으로써 평평하고 안정, 

적인 바닥과 넓은 시야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전시 공간의 영. 

그림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층 전시 공간[ 7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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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작품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온전히 의도한 형태로 작품을 제작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전시 공간의 크기를 관객의 동선에서. 가 

늠할 수 있도록 스크린이 바닥에 세워지는 구조를 고려하였다. 

그림 설치 예상 스케치정면 시점[ 77] <AACTF> ( ), 2019 

그림 설치 예상 스케치상단 시점[ 76] <AACTF>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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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관객의 동선을 따라 대각선으로 배열하여 정형화된 형태의 스크린이 

자칫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더불어 스크린 뒷면의 투박. 

한 모습으로 인해 스크린 앞면의 착시 현상이 방해되는 것을 고려하여 모니터를 

교차 배열하여 작품 앞 뒷면에서 모두 착시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

다 여러 대의 스크린이 교차되는 배열에서 착시 현상이 이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 

도록 스크린 사이를 가까운 간격으로 조정하고 ㄱ 모양의 구조에서 ㅜ 혹은 ‘ ’ ‘ ’ 

모양으로 변주하였다 이전까지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제작했던 모니터 연결‘ ’ . ┼

용 브라켓을 좁은 면적으로 단순화하여 작품 후면의 시각성 또한 고려하여 진행

하였다.

그림 작품에 사용되는 브라켓 디자인[ 78] <AACTF>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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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전 작품들에 사용된 브라켓 디자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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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속 이미지

작품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시 공간의 특수성 예산의 범위 기술 , , 

지원 등 다양하지만 이 작품은 전시 기획의 내용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

었다 년 월 미술관 측에서 기획된 전시 가능한 최선의 세계. 2019 12 《 》41는 소설

가 정지돈이 작성한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가능한 최선의 세계 는 알. ‘ ’

고리듬에 의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블루프린트와 규칙과 일관성이 부재한 레

드프린트로 명명된 세계가 설정되어 있고 관객은 두 세계 중 하나의 세계를 선택

하여 색안경을 쓰고 기획된 동선으로 전시를 관람한다 에서는 블루 계. < AACTF>

열이 주요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채널구조 채널: 2․

이미지 블루스크린 화이트스크린 블랙스크린: , , ․

시퀀스 블루스크린과 화이트스크린 블랙 스크린의 교차 : , ․

블랙아웃         (Blackout)

사운드 마우스의 클릭 소음: ․

재료의 탐색

스크린과 아크릴 거울 소재를 활용한 작품으로 짧은 기간과 긴 기간의 여러 

전시를 진행하며 몇 가지 기술적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디지털 스크린이 장시간 . 

발산하는 열과 그에 취약한 아크릴이 오랜 기간 부착되어있던 액정 표면에 손상

을 가져왔다 두께의 아크릴은 스크린에서 좁게는 넓게는 가량의 면. 1.5T 1/3, 4/3

4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논현동 소재의 플랫폼엘 컨템포러리에서 진행된  2019 12 10 2020 4 5 ‘ - ’
기획전이다 곰디자인 권아람 김희천 박광수 박아람 유영진 이은새 정지돈 정희민 최윤. , , , , , , , , , , 
최하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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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덮도록 되어있는데 첫 번째 문제로는 스크린 액정과 아크릴 거울 사이를 고

정하도록 부착된 공업용 필름과 양면 테잎이 열을 머금으며 액정을 부식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면적이 넓은 아크릴일수록 열전도율이 강하여 아크릴의 표. 

면이 의도만큼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는데 이는 작품의 내용이나 의, 

도를 해치는 현상이었다. 

먼저 아크릴 소재를 대신할 수 있는 소재로 스탠 수퍼미러 를 사(super mirror)

용하였다 스테인레스 철제판을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 폴리싱 헤어라인 수퍼미. , , 

러 등의 이름으로 구분지어지는데 폴리싱은 일상 가구에서 흔히 보이는 반사 방, 

식의 가공법이며 헤어라인은 한 방향의 직선으로 결이 들어간 가공 수퍼미러는 , 

거울처럼 반사도가 높은 방식의 가공법이다 수퍼미러의 두께는 부터 까지 . 0.1T 6T

에서 간격으로 다양하지만 스크린 부착에 용이한 무게와 강도를 가진 0.3 0.5T

로 결정되었다 의 아크릴에 비하면 배 얇아져 스크린 상에 거울이 부착0.3T . 1.5T 5

되어 있다는 인상보다는 스크린과 거울이 일체된 인상으로 보여 작품에서 의도하 

고자 한 인상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더불어 전시 공간에 비해 다소 작고 투박한 느낌이었던 스크린을 광고용 모

니터로 사용되는 모델로 변경하여 크기와 발색을 한층 보완하고자 했다 남서울 . 

미술관에서 전시한 유령월 의 경우 본래 붉은 색을 사용하였으나 스크린을 보는 < >

방향과 각도에다라 색의 변형이 오는 현상을 예상하지 못하여 의도한 색상이 정

확이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래 상업 광고용으로 제작되는 사이니지용 스크. 

린은 어떤 각도에서도 무광의 표면으로 다양한 각도에서도 이미지 색상을 전달하

도록 개발되어 이전 작품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추후 LED 

스크린의 개발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작품 투명한 사물들 에서 모니터를 받치는 거울은 두께의 동경 거울 을 < > 5T ( )

사용했기 때문에 모니터와의 소재가 달라 다소 이질감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설치

와 보관의 어려움이 있었다 에서는 모니터 전면에 사용된 스테인레스 . ‘AAC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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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미러 소재를 사용하여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질감이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였

다 에서 로 얇아진 바닥면의 거울은 작품이 전시공간과 더욱 일치된 것 . 5T 0.3T

같은 효과를 내며 전작보다 다소 얇아진 모니터와 함께 의도하고자 했던 디지털 

이미지의 얇은 상태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인 결과를 냈다. 

그림 좌 아크릴 거울 우 스테인레스 수퍼미러 비교 사진[ 80] ( ) 1.5T, ( ) 0.3T 

재료 변경 전 변경 후

스크린 48inch LED TV 디지털 사이니지 55inch TV

거울 아크릴 거울1.2T 스틸 미러 0.3T

표 작품 재료의 변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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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매체 가변크기[ 81] <AACTF>,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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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합매체 가변크기[ 82] <AACTF>, , , 2019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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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작품 아래 사용된 스테인레스 수퍼미러[ 83] <AA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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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대학교 졸업작품전 전경[ 8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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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 방향5-4. 

지금까지의 작품은 연구자가 미디어에 대해 고민한 관념들을 시각적 조형으

로 드러내고자 시도한 결과물이었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기성품을 재료로 이용한 

차적 시각 표현을 넘어서 기술의 원리나 작품의 신소재의 개발 등으로 방향을 1

설정하는 것이다 작품을 제작해오는 과정에서 스크린의 규격 단순화된 기능 조. , , 

합의 형식 등은 기성제품이 가진 기능적 한계점을 마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연구

자의 창작시도는 제한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구상한 아래의 작업 스케치들을 위와 같은 이유로 시도된 결과

물이다 아래의 작품 스케치는 스크린과 카메라 그리고 거울을 사용하여 양면의 . 

스크린이 서로 반대편의 상을 비추도록 하여 모니터의 상하가 불일치되도록 구상

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스케치는 같은 원리를 전시 공간 전체로 확장하여 전면거, 

울 양방향 과 실시간 카메라 그리고 스크린을 이용해 구상한 결과물이다( ) . 

그림 스크린 거울 카메라를 이용한 작품 예상 스케치[ 85] , , 



120

비록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디지털 매체인 스크린과 거울

이 활용될 수 다양한 방식을 탐구한 결과물 중 하나로써 창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에 있어서 창작의도와 관련하여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림 스크린 거울 카메라를 이용한 작품 예상 스케치[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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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를 재료로 이용하는 작품에 있어서 기존 도식을 따

르지 않고 내용과 형식의 독자적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관념. 

적인 내용을 다루는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내용이 형식으로 구현되며 만들어지는 

순환적인 도식과 작품에서 상을 반영하는 특성을 가진 재료의 활용으로 구조화되

는데 이는 내용과 형식이 순환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

우선 장에서는 기존 미디어아트 작품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연구의 주요 범2

위를 설정하고 장에서는 해당 연구 범위 내에서 기존에 제작된 작품들의 특성3, 4

과 메시지 전달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작품 설계와 관람자의 인지 관계. 

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자가 년부터 5 2014

년까지 제작한 작품을 다루었다 언어와 미디어의 관계 그리고 미디어의 반2019 . 

영성에 대해 다루는 두 시기를 분류하여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과 형식을 기술하

고자 했다.

기존 미디어아트 작품이 창작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

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연구자는 그 재료인 매체의 의미에 대해 탐문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어 미디어가 표현 수단이 아니라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 학문에, 

서 나타나고 있는 관점들 장 참고 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이 시각적 (2 )

수사로써 상징과 비유 은유로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더불어 내러티브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써 연구되는 영상매체가 물리적 형

태로 확장되며 작품의 형태가 창작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작품이 보여지는 

공간 관람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를 거듭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 , 

과정을 살펴보았다 창작물의 형태와 구조가 작품의 순수한 내적 요인뿐 아니라 .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이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 창작자의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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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작품 중 관념과 상징의 표현 양식을 탐구했던 2014

년부터 년까지의 작품과 스크린과 거울의 활용한 년부터 년까지의 2015 2017 2019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작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비록 그 탐구가 시각적 조형 .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는 아쉬운 점이나 연구자의 작품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기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과거의 작품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더 발전. 

된 창작과 연구를 위한 거름으로 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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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isualization of Abstract Concept 
through the Use of Digital Screen

Ahram Kwon

Design Major, College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which focuses on researcher's  work,  inves ti gates how the 

communication method of works  based on l anguage, image, and idea is 

transformed into visual  language in Media Art, away from the conventional genre 

based on technology. The works, dealt with i n this paper,  adopts 

Meta-methodology that combines  the meaning of digital media with personal 

thoughts to make medium of i deological meaning by using digital media as t he 

materi al again. Thus,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content  and form of the 

work relate to each other, examining how the meaning of ‘media’  to relate t o a 

multi disciplinary perspective.

First of all,  t o examine what  ‘media’  means in researcher's work,  t his paper 

looks at how the concept of media has been ext ended through the philosophical  

and aestheti c vi ew and even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In addition,  it describes  

the aspect how form and concept  rel ated each other when the idea is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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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ly in the st ructural perspective of design, describing the case works  of 

showing a new visual grammar out of the existing Media Art.

The main works  uses the optical ill usion structure in  which the image is 

reflected in reverse by combining the digital screen and the mirror and it t alks 

about  t he concealment and falsehood of the media. In the text, the work is 

divided into two periods  from 2014 to 2015 and from 2017 to 2019. The early  

work (2014-2015) was a keynote work that shows why digital screen is used as  

materi al, but  this paper more concentrates on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lat er 

work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works  are made based on 

various  vi ewpoints by examining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ace and viewers, as well as  the int ernal factors such as  technical 

and content elements of t he works.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find a new 

methodology in which the non-visual concept  and the visual form are related in  

the process of creation.

keywords : Media, Media installation, Digital Screen, Mirror,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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