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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n에서 나는 (019년부터 (0(0년v지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미지(dJHJSal JmaHe)와 회화의 ]p을 탐색하s 위해  [ 선택한 작품의 소재

와 이미지, 시각화 방법을 분석한다.  

 나는 붓, 물감, 캔버스와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회화를 단단하g 매

y러운 액정 위의 디지털 이미지로 볼 때 종종 위화감을 느끼h 한다. 이 위화감

은 크b 두 [지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회화와는 다른 디지털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 이미지를 볼 때 사용하는 감각과 회화를 볼 때 사

용하는 감각의 폭이 다르다는 a이다.  

 회화는 단순히 캔버스 위에 o려진 이미지[ 아니다. 나는 회화 작품을 볼 때 

붓이 지나[는 압력에 의해 밀려나며 쌓이는 물감의 두w에 주목하g, 물감에 

섞인 미디엄의 농도 차이에 따라 한 작품 안에서도 미묘하b 달라지는 o림의 

l택을 살핀다. 작품이 전시된 i]을 거닐며 옆에 있는 다른 작품과의 관f에

서 작품을 감상하s도 하며, 작품의 측면에 서서 캔버스 옆면을 관찰하s도 한

다. 나는 창문이 있는 i]에 전시된 o림일 e우 시]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빛에 의해 변화하는 o림의 색채를 보s위해 여러번 전시를 찾s도 한다.  

 이와는 달리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화면에서 무언[를 볼 때 이a이 어디에 

놓여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a은 네모~ 액정 안에 떠오르는 이미

지로 화면의 안과 밖을 n분하는 a은 무의미하며 실제 i]과의 관f는 단절된

다.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는 회화를 n성하는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을 제

거하g, 질감이 부재한 매y러운 정면 이미지만을 전달한다.  

 이와 같은 회화와 디지털 이미지의 q본적인 차이에도 불[하g 현대의 디지

털 시각환e은 회화에 비[역적인 변화를 일으키g 있다.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

r,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지털 ss의 확산은 현실 세f의 대상들을 

보는 a보다 더 많은 시]을 화면 위에 떠오르는 디지털 이미지를 보는데 할애

하b 만든다. 작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g 디지털 페인팅 프로o램을 

활용하여 o림을 o리는 a이 낯설지 않다.  

 J



 양립할 수 없다g 생각하는 a들이 복잡하b 얽히며 i존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 둘의 관f를 보다 명확히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를 위해 나는 디지

털 이미지의 특성을 s반으로 하는 회화를 만들g, 둘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

하는 차이를 바탕으로 회화와 디지털 이미지의 관f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디지털 [상i]을 소재로 디바이스의 스크린을 보는 a과 같은 이미지

를 회화에서 만든다. o리g 디지털 [상i]의 몇 [지 특징을 포착하여 이를 

시각화 할 수 있는 회화의 언어로 치환한다. 디지털 [상i]은 현실의 물리법

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의 세f이며, i]의 제약없이 무한히 확장하며 비선형

적인 n조로 n축 되었다는 특징을 [진다. 또한 사용자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

를 형성하며, 이 i]을 n성하는 이미지들은 g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a이 

아닌 찰나에 흩어지g 모이며, 나타나g 사라지는 일시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는 이러한 [상의 세f를 표현하s 위해 추상 이미지, 특히 s하학적인 도

형을 주요 이미지로 사용한다. s하도형은 논리적이g sf적인 디지털 i]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의 무한한 복제성을 나타 s에 적합하다. 

나는 이미지들을 변형하g 복제하여 화면안에 g르b 분산시키g, 이를 통해 모

든 방향으로 끝없이 확장하는 디지털 [상i]의 모습을 표현한다. o리g 레이

어의 순서를 m란하여 디지털 [상i]안에서 시]의 비선형적인 흐름과 i]

의 불연속성을 표현한다. 실제로 o림이 o려진 레이어의 순서와 이a이 보여지

는 시각적인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섞g 뒤집어서, o림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는지에 따라 i]의 논리적 순서[ 뒤바x 수 있는 유동성을 남t다. d

과적으로   o림은 비물질성, g채도의 색, 평면성, 매y러운 질감과 같은 디지

털 이미지의 특성을 일부 n현하지만, 디지털 [상i]의 확장성, 복제성, 불연

속성 등의 특성을 표현하s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b 만들어진 o림이 실제 

i]에서 볼 때 비로소 총체적으로 e험될 수 있b 한다.  

주요어. 디지털 a미지, tr, 가VA간, 기하학b a미지, 반복과 변주, Ia어

의 중첩과 c복  

학번. 201--2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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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n  

  

 실제 회화” 보는  과 이미지”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화면에서 보는  은 

매우 다르다. 엉겨있는 물u의 층은 일렬로 정렬된 픽셀로 나타나고, 외부의 빛

에 민u하게 반응하는 그…의 색은 스스로 빛을 내뿜는 액정의 x렬하고 선명한 

색상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차이는 회화와 디지털 디바이스q rr 고유하고 특

수한 특성을 q진 매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다름을 다름으

로 받아들이고 논의” 종결하는  이 어려운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의 기본

조~이 되어u에 따라 회화” 둘러싼 시·지r적 환경도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

문이다. 나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스크린을 통해 매z된 이미지” 보는  에 익

숙하며, 따라서 내q 체u하는 동시대의 시r문화와 더 q깝게 느껴지는  은 

기존의 회화의 조형언어q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의 선명한 색과 매끄러운 질u

이다. 나는 이 지점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디지털 이미지의 시r적인 특성

을 반영하여 회화” 만든다.  

 작업을 하며 나는 종종 한쪽 끝에 회화q 있고 다“ 쪽 끝에 디지털 이미지q 

있는 스펙트럼을 상상한다. 회화q 대변하는 특성들, 예” 들면 층층이 쌓이는 

물u의 두께, 자유로운 붓질, 화면 위의 궤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화q의 몸, 

공s과 작품의 관계 y은  들과 디지털 이미지의 특징인 비물질성, 평면성, 매

끄러운 표면과 y은  들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기다란 띠” 떠올린다. 그리고 

내 작업이 끝과 끝 사이 어딘q에 위치하길 바라며 s극의 폭을 넓히기도, 좁히

기도 하며 실험한다. 붓질의 흔적을 없애고 채도q 높은 색을 사용하여 스크린

에 매z된 디지털 이미지와 흡사하게 보이는 회화” 만들려고 하면서도, 물u을 

바르는 순서”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등 회화적인 장치” 사용한다.  

 스크린에 매z된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회화” 만들고자 하는 이

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작업이 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q5 회화와 디지털 이

미지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q5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 설정

의 기준이 되는 생r은 무엇이며 왜 특정한 정도의 s극으로 조정하는q5  

 (



 이 글은 위와 y은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시작한다. II장에

서는g디지털g기술의g일상화qg회화의g시지r적g환경에g미치는g영향에g관심을gq

지게g된g배경과,g그 에g대한g나의g생r을g밝힐g 이다.g디지털g시r환경의g확산

에g의해g급격히g변화하는g일상의g경험을g내gz인적인g배경을g바탕으로g논의하

고,g이러한g환경에서g내qg회화에g대해gq지게g된g다층적g태도”g대학원에 입학

하기 전에 만들었던 작품을 통해 살펴볼g 이다.g이어서 III장에서는 회화와 디

지털 스크린은 화면 너머의 일종의 q상세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결고리q 

있음을 설명하고, 디지털 q상 공s의 특성 중 내q 주시하는 몇 q지” 정리할 

 이다. 이” 바탕으로 내q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q 무엇인지 검토

할  이다. IG장에서는 조형의 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다. 이 

장에서는 이미지” 선택하는 기준과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시r

적 효과” 분석하고, 내q 특징적으로 추출해낸 디지털 q상공s의 모습을 시r

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할  이다. 이 글은 )0(8년에 만든 그… )점

을 참고하여 )0(0년 대학원 진학 이후부터 )0)0년까지 제작한 작품들을 중점

적으로 분석할  이다. 

 )



33. 디지털 이s지 환경에서의 회화의 위치설정   

1. 일y화h 디지털 이s지와 회화o il싼 환경의 u화 

 회화는 당대의 기술 발전에 따“ 영향에 민u하게 반응하며 발전한다. 정밀

하고 세밀한 묘사” q능하게 한 유화의 발명이 그러하고, 스튜디오” 벗어나 

야외작업을 q능하게 한 튜브물u의 발명이 그러하다. 카메라 기술의 발전 이후 

화q들은 재현적인 역할에서 벗어난 그…의 다“ q치” 탐구하기 시작했고, 영

상매체의 발명 이후에는 회화의 시s성과 공s성을 새—게 탐색했다. 이처럼 시

대의 변화에 따라 회화는 끊임없이 변모해 q며 이전의 그…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q치”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s다.  

 회화” 둘러싼 외부적인 조~의 변화 중 나에게 q장 중요하게 다q오는  

은 )000년대 이후 디지털 기기q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디지털 이미지

의 일상적 소비q 시r문화에 끼친 영향이다. 00년대 초반생인 나는 z인용 컴

퓨터q 집집마다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 시기 대부분

의 q정에서 디지털은 거실에 놓인 한 대의 컴퓨터로 상징되는 경험이다. 나는 

필요한 정보” 찾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에만 제한

적으로 컴퓨터” 사용할 수 있었다. 컴퓨터로 그…을 그리는  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q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드는 특별한 작업이었

고, 당시의 디지털 이미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며 픽셀 단위

로 끊기던 그래픽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0여년 후, 나는 디지털 기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

고 있다. 나의 하루는 디지털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는 실제 세계” 보는  보다 스크린 속 디지털 이미지” 보는데 더 많은 시s

을 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q q장 먼저 보는  은 핸드폰의 알람 화면이

며, 알람을 끈 후에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며 밤 동안 온 연락들과 그날의 날

씨, 새로운 뉴스 y은  들을 확인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앞뒤에 장착된 스마트

폰의 카메라” 이용해 사진을 찍고,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정을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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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 어린 시절의 내q 거실이

라는 특정하고 고정된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접했다면, 스마

트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0(0년대부터는 언제 어디에서나 디지털 

기기” 사용하고 액정 위에 떠오르는 디지털 이미지” 보는  이 익숙해졌다. 

매끄러운 액정에서 무언q” 보는 경험이 현실 세계에서 무언q” 보는  만큼

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에 디지털은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의 기본적인 조

~이 되었으며, 이에 관해 얘기하는   자체q 고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

나 매일 장시s 디지털 이미지에 노출되는 상황이 비단 나뿐만 아니라 동시대” 

살아q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와 y은 

환경이 시r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r한다.  

 특히, 디지털 시r 환경이 일상적인 조~이 되어q며 이에 따라 회화의 제작, 

유통, 소비 방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의 상황이 회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생r하는  이 나에게 매우 유효함을 나타낸다. 어느 순s부터 나는 

회화 작품을 실제로 전시된 공s에 q서 보는  보다 디지털 이미지로 더 빈번

하게 접하곤 한다. 갤러리나 작q들이 홈페이지나 DAD에 올리는 게시물을 일상

적으로 확인하며, 이” 통해 새로운 전시나 작품에 대한 정보” 얻는다. 누군q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내q 이 을 처음 접하는 형태는 주로 인터넷에 올

려진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이며, 전시에 t 만한 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이 작품을 경험하는 유일한 형태q 되기도 하다.  

 회화q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회화q 실제로 제작되는데 있어

서도 디지털 기술은 작업과정의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다. 예” 들어, 나는 그…

을 그릴 때 디지털 디바이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참고 이미지” 모으거나 

짧은 스케치” 만드는 등 작업의 s단한 보조 용도로 컴퓨터” 사용하는  부터 

컴퓨터에서 그…을 그리는  과 매우 흡사한 방법으로 회화” 만들기도 한다. 

컴퓨터q 그…을 유기적인 전체q 아니라 서로 s에 독립된 이미지의 층이 쌓여

있는  으로 인식하듯이, 나도 여러 z의 z별적인 레이어” 상상하며 이들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그…을 그린다. 또, 예전에는 그…을 그릴 때 다음에 올라t 

색을 머릿속에서만 상상했지만, 이제는 태블릿 B8로 사진을 찍어 물u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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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전에 이미지” 먼저 그려보기도 한다. 초기 디지털이 픽셀 단위로 끊기는 

듯한 선과 제한적인 색상을 q졌다면, 현재의 디지털은 극사실에 q까운 표현을 

q능하게 할 만큼 확장된 색상 프로파일 (NoWo] []ofTWP)과 다양한 재료적 효과” 

바탕으로 회화에서만 q능하다고 생r했던 표현을 모방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이미지와 회화의 차이

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내q 핸드폰에서 보는 이미지와 천, 물u, 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회화에서 보는  이 매우 다르게 다q오기 때문이다. 스크린의 현란한 

색상과 고명암의 형광색 화면을 보다q 고z” 들어 벽에 걸린 회화” 볼 때, 나

는 순s적으로 색의 채도q 떨어지는  을 경험한다. 스크린에 매z되는 디지털 

이미지는 형광에 q까운 인공적인 색채와 매끈한 표면 질u을 q지고 있지만, 

회화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채도” 조절하고 형광 물u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빛에 따라 색이 흐릿하거나 희미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미지들s의 경

계q 선명한 디지털 화면과는 달리 회화에서 물u은 캔버스 표면에 스며들며 번

지기도 하며, 마스킹 테이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색의 경계q 조금이나마 섞

이기 마련이다. 또한, 컴퓨터에서 이미지의 겹쳐짐은 픽셀의 C;7  w이 미세하(

게 조정되며 나타나는 눈속임적인 효과로, 실제로 스크린의 픽셀이 겹쳐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회화에서는 이미지의 중첩을 얻기 위해선 실제로 두 z의 다“ 

이미지” 겹쳐야 하며, 이때 이미지q 겹쳐진 부분의 두께는 다“ 부분보다 더 

두껍다. 디지털 디바이스” 통해 이미지” 경험하는  도 실제 공s에서 회화” 

경험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 차이q 있다. 디스플레이 위에 펼쳐지는 이미

지” q만히 앉아 바라보는  은 시r만을 분리시켜 세상과 유리된 듯한 ur을 

만든다. 이는 회화” 볼 때 실제 공s을 걸어다니며 시r과 운동ur을 모두 사

용하는  과는 분명 다“ 종‘의 ur이다. 

 이렇듯 디지털 이미지는 내q 체u하는 동시대의 시r 문화 뿐만 아니라 회

화라는 매체에 상호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지만, 비물질의 세계에 속하는 디지

털 이미지와 물질세계에 속하는 회화는 근본적인 차이” 지닌다. 나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다“지, 끝내 디지털 이미지 환

 r 픽셀은 빨x (C), 초록 (;), 파랑 (7)의 세 q지 색상의 채널로 구성되며, 이들을 합쳐 C;7라 (

일컫는다. 

 ,



경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회화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면 그 이 무

엇인지 탐색한다. 

2. 디지털 이s지와 회화의 a계에 g한  면적 a점  

 디지털과 회화라는 두 q지의 본질적으로 다“ 매체q 밀접하게 얽힌 현재 

상황만큼이나 이들을 대하는 나의 u정은 다층적이고 모순적이다. 나는 한편으

로는 디지털 이미지의 선명한 미u과 다채로운 색상, 기존의 아날로그 매체에서

는 구현하기 힘든 복잡한 변형과 구성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시r적 효과들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q고, 디지털 페인팅 소프트웨어q 제공하는 새로운 시r적 

표현 기법을 실험하는  을 흥미—게 생r한다. 또한 나는 디지털 페인팅 소프

트웨어에서 그…을 그릴 때 쉽게 수정이 q능하고 동일한 이미지” 여러 z 만

들어서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을 매우 편리하다고 여긴다.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더 이상 펜과 종이” 사용해서 스케치 하지 않고, 장소와 

시s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그…을 그린다. 직접 전시에 q지 않고도 인터

넷과 DAD에 올라오는 이미지” 통해 다“ 작q들의 작품을 보고, 작업을 홍보

하기 위해 내 작품의 사진을 인터넷의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다. 매끄럽고 단단

한 액정 위에 떠오“ 회화의 이미지” 볼 때, 나는 캔버스에 팽팽하게 당겨진 부

드러운 천의 질u과 붓의 압력에 의해 뭉쳐진 물u의 두께와 y은  들이 디지

털 이미지로 변환되고 액정에 매z되어 사라져버렸음을 생r한다. 디지털 기술

의 발전에 따“ 편리함을 누리면서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디지털 이미지에 의

해 대체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이 회화에 존재한다는 생r이 자리잡고 있으

며, 회화” 만들고 이” u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디지털에 의해 점차 변화하

고 때로는 완전히 대체되는  을 시대의 필연적인 변화로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안타깝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린 3;od f]om tSP MaNSTYP4은 이러한 답보 상

태” 반영한다 (참고도판 (). 이 그…에서 나는 디지털 페인팅 소프트웨어에서 

 -



구상이 끝난 그…을 캔버스에 프로젝터로 투사하고, 모니터의 색상표” 띄워놓

고 물u의 색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이미지” 회화로 정교하게 재

현했다. 붓에 의해 물u이 뭉치는  을 막기 위해 미디엄을 많이 희석하고, 물에 

q까울 정도로 묽어진 물u을 세필붓을 사용해서 여러번 얇게 덧칠하여 그렸다. 

J참고도판 (K 3;od f]om tSP MaNSTYP4, )0(8, 캔버스에 유채, 30c30Nm   

  

 이렇게 완성된 그…은 요철이 거의 없으며, 마치 디지털 이미지” 프린트한 

  처럼 보인다. 작업의 시작단계에서 만든 디지털 이미지와 완성된 회화 작품

의 이미지q 결국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디지털 이미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스케치의 z념으로 생r했다. 이” 바탕으로 만든 회화q 비로소 내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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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r하는 완성된 작품의 형태인  이다. 나는 완전히 닮은  을 만들다 보면, 둘 

사이에 존재하는 s극을 통해 디지털과 회화의 차이나 나의 이런 이해하기 힘든 

마음을 설명할 일종의 실마리q 되지 않을까 생r했다.  

 캔버스에 프린트한 디지털 이미지와 시r적인 차이q 거의 존재하지 않는 회

화” 만들다 보면, 디지털 이미지” 인쇄한다는 s편하고 편리한 방법을 놔두고 

왜 이” 그…으로 그리는  인지 의문이 든다. 둘 사이에 시r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의 차이q 미미하기 때문에 나는 물질과 비물질, 화q의 몸의 현존과 부

재라는 틀로 내q 디지털 이미지” 프린트 하는 게 아니라 이 을 그…으로 옮

기는 이유” 이해했다. 디지털 이미지” 굳이 물u과 캔버스” 사용해 그…으로 

옮기는 이유는 비물질의 데이터로 구성된 디지털 이미지” 내q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질로 재구성하는  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 생r한  이다. 

 만약 내q 디지털 이미지와 똑y이 보이는 회화” 그리려고 하는 이유q 디

지털 이미지에는 부재한 물질성과 사람의 노동을 부여하려는 이유라면, 이 을 

회화로 그리는  이나 다“ 형태의 물질로 만드는  이나 내게 똑y은 중요도로 

다q올  이다. 이 생r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나는 3디지털 이민자1 모

나리자, (,(c)),[c,4에서 인터넷에서 찾은 모나리자의 디지털 이미지” 회화

q 아닌 다“ 형태로 물질화시켰다 (도 (). 이 작업에서 나는 구글에서 찾은 q

로 (,(픽셀에 세로 )),픽셀의 모나리자 이미지의 C;7 코드” 추출해 이” 종

이에 옮겼다 (도 )). 디지털 이미지” 그…이 아닌 다“ 물질로 변환하는 작업에

서 나는 디지털로 구현된 이미지, 즉 전자적 이미지의 비물질적 속성을 물질로 

구현해내는  에 관심이 있어 그…을 그리는  이 아니라는  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내q 디지털 이미지” 바탕으로 그…을 그리는 이유

는 단순히 비물질적 세계” 물질적으로 구현해내려는 목적을 q진  이 아니라, 

무언q 다“ 목적을 q진  이 아닐까 라는 생r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정교

하게 디지털 이미지” 회화로 모방해도 비물질이 물질이 될 수는 없다. 나는 디

지털 이미지” 완전하게 모방하려는 시도” 그만두고, 회화와 디지털 이미지의 

관계” 물질과 비물질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벗어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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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도 (K 3디지털 이민자1 모나리자, (,(c)),[c4, )0(0, (-장의 종이에 잉크, 

))-.,c33..,Nm 

 0



J도 )K J도 (K의 세부  

  

 (0



333. 화면 fp의 Wy공간  

1. 디지털 Wy공간  

 나는 회화와 디지털 디바이스의 액정이 유사한 지점을 포착하여 작업의 소재

로 삼는다. 회화의 화면과 디지털 기기의 화면은 일종의 평면을 통해 그 너머의 

q상세계q 나타난다는 지점에서 교차점을 q진다. 오랫동안 회화는 그 뒤로 보

이는 풍경으로 데려q는 일종의 창문으로 여겨졌으며, 마찬q지로 스크린은 그 

너머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q상의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클릭 한 번 

손짓 한 번에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이미지q 액정위로 떠오르는 

 을 볼 때, 나는 내q 마주한 단단한 액정과 그들이 마주한 액정 사이의 어떤 

공s에 대해 상상한다.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공s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횡단

하는 이미지들과, 보내는 사람은 있지만 받는 이q 없어 공s을 표‘하는 이미

지들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공s을 머릿속에 떠올려본다. 디지털 q상 공s은 어

떤 종‘의 공s이며, 이 공s의 성격은 무엇인q5 

 흔히 디지털 q상공s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 이 용어는 )

소설q 윌리엄 깁슨 (HTWWTam ;TMsoY)이 (084년 발표한 소설 o뉴로맨서 

(APu]omaYNP])p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깁슨이 제시한 초기의 사이버

스페이스 z념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3차원적으로 재현한 

공s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q 접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z념과는 상당히 다

“ 의미” 지닌다. 오늘날 우리q 사용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수 많은 컴퓨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3

 이 글에서는 디지털 q상공s과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할  이다. )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금으로부터 약 ,0여전 전인 (0-0년, 세계 최초의 장거리 컴퓨터 네트워크3

인 아르파넷 (ARPANET)이 완성되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 해 (0월 로스 앤젤러스 캘리포
니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연구실에 있는 두 컴퓨터q 특별히 설치된 전화선으로 연결되고, 그 
해 연말에는 두 대의 컴퓨터q 더 추q되어 총 네 z의 컴퓨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q 형성되었
다. 그후 전세계에 이어진 네트워크는 매일 수천 z, 수만 z에 달하는 네트워크의 분기점, 노드q 
추q되며 빠“ 속도로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 Katie Hafner, Matthew Lyon, Where Wizards Stay Up 
Late: The Origins of the Interne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151~155.  

 ((



 따라서 우리q 접하는 디지털 q상공s의 z념에 조금 더 알맞는 정의는 마

이클 베네딕트 (MTNSaPW 7PYPdTVt)q 제안한 정의일  이다. 베네딕트는 사이

버스페이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컴퓨터로 유지되며, 컴퓨터” 

통해 접근하고, 컴퓨터로 생성된 다차원적이며 인공적인, 또는 q상적인, 현실

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는 데이터의 공s이며, 물질세계 너머4

에 존재하는 비물질의 공s이다. 디지털은 광섬유, 반도체, 원격통신위성 등의 

물질을 통해 구축되지만 디지털 q상공s 자체는 물리주의적 세계관 내에 존재

하지 않으며, 물리학이 탐구해 온 공s과 다“ 성격을 지닌다. 마q렛 버트하임 

(Ma]Ra]Pt HP]tSPTm)은 o공s의 역사p에서 다음과 y이 디지털 q상공s의 

특성을 논의한다1  

l디지털 공s은 물리학이 탐구해 온 공s j너머에 있다.k 왜냐하면 사이

버 세계는 물질의 소립자나 힘이 아니라 비트와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해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존재론적으로 

물리적 현상에 근거” 두고 있기 않기 때문에, 물리학 법칙의 적용을 받

지 않으며 그러한 법칙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는다n이곳에서는 

기계론도 상대론도 그리고 양자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 웹사이트

에서 다“ 웹사이트로 여행하는 나의 j운동k은 어떠한 역학 방정식으로

도 설명될 수 없다. 온라인 공s은 어떠한 물리적 미터법으로도 측정될 

수 없다. 나의 여정은 어떠한 물리적 자로도 잴 수q 없다.m  ,

 버트하임은 디지털 q상공s은 일종의 비물질적 공s으로, 우리q 살아q는 

물질세계의 법칙으로 포괄할 수 없는 종‘의 공s임을 주장한다. 이런 비물질적 

공s은 그 이 물질 공s에 대한 일종의 은유라는 점에서 물질세계와 유사하지

만, 물질 공s에는 포함되지는 않는  이다. 그러나 어떤  이 물질적이지 않다

고 해서 그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내q 컴퓨터” 켜고 인

 Michael Benedikt, Cyberspace: First Step, MIT Press, 1991. 4

 마q렛 버트하임, o공s의 역사p, 박인찬 역 (생r의나무, )00)). ,

 ()



터넷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 검색할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 실시

s으로 문자” 주고받을 때, 스크–을 내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이미지의 향연을 

볼 때, 나는 분명 디지털 q상공s의 일부” 경험한다.  

 디지털 q상 공s이라는 공s의 성격은 내q 있는 현실 세계” 관장하는 중

력과 y은 물리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와는 다“ 논리에 의해 구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물질세계에서는 사물들이 물리적으로 고정되어있고, 이들의 움

직임은 선형적이며 연속적이다. 시작과 끝, 안과 밖, 앞과 뒤q 명확한  이 실

제 세계” 구성하는 사물들이 q진 특징이다. 반대로 디지털 q상공s은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실시s으로 다“ 공s, 

다“ 장소에 위치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보낸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을 

거리와 관계없이 몇 초 내로 받는 경험은 마치 공s이 접히면서 멀리 떨어져 있

는  이 순식s에 q까이 다q오는  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이미지들은 고정

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내q 새로운 창을 열고 닫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 화

면에 함께 묶인  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찰나에 여러 z로 증

식하고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지금도 이 순s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추q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분기점은 디지털 q상공s의 영역을 끝없이 넓

히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와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업로드

하여 확장된 공s을 촘촘히 메우고 있다. 

2. 엄격한 시스템 ew의 Wu적인 움직임과 재s 

 j디지털k이라는 단어” 들을 때 내 머릿속에 즉r적으로 떠오르는 인상은 관

념적인  으로, 이 이 기계적이고 차v다는  이다. 우리는 흔히 아날로그” 

따뜻함, 인s미, u성과 y은 단어와 연결하여 생r하고, 디지털은 차q움, 인공

미, 논리와 y은 키워드와 연관시킨다. 나는 몇 q지 단어로 복잡하고 포괄적인 

z념을 단순하게 규정해 버리는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논리와 데이터” 

바탕으로 작동하는 디지털의 원리” 떠올려 보면 위와 y은 이분법적 이미지q 

형성된 이유q 이해되지 않는  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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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이 작동하는 방식은 기계적이다. 기계라는 단어q 내포하는 의미처럼, 

명확한 입력w을 바탕으로 작동하며 모호하거나 애매한 w은 출력의 오‘” 일

으키기 마련이다. 입력w이 생략되거나 비슷한  으로 대체 되어도 적당히 운영

할 수 있는 비 기계적 대상, 유기적인 대상과는 다르게, 알고리즘을 이루는 코드 

중 하나의 요소라도 변하면 아예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혹은 출력w 전체q 달

라지기도 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되는  을 보면서 나

는 디지털은 현실 세계의 지저분함, 예측 불q능함,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함 등이 

부재하며, 대신 자로 잰 듯한 정밀함,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엄밀함, 단순하고 반

복적인 움직임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내q 디지털 기술에 대해 관념적으로 q지고 있는 생r과는 다르게, 

내q 실제로 접하는 디지털 q상공s은 흥미로운 정보와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매혹적인 곳이다. 전 세계의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나는 자발

적인 참여자로서 나의 시s을 즐겁게 할애한다. 내q 평소 관심을 q지던 정보

” 찾는  에서부터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떠오르는 영상을 보는  까

지, 몇 시s이고 기꺼이 디지털 q상공s을 유영하며 현실보다 더욱 자유—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내q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화면 위에 무작위로 

떠오르는 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는 예상치 못한 재미” 선사하기도 하며, 뜻

밖의 오‘와 y은  들이 발견되어 이미지q 깨지거나 엉뚱한 링크로 연결이 되

기도 한다. 

 이렇듯 내q 디지털 q상공s에 대해 q진 인상은 두 q지의 요소q 공존한

다. 디지털 q상공s을 구축하는 뼈대q 되는 기술은 기계적 정확성과 논리적 

연산에 바탕하지만, 이 공s을 구성하는 대상, 즉 디지털 이미지, 영상, 텍스트

와 y은  들은 유쾌하고 돌발적인 측면이 있으며, 때로는 엉뚱한 재미q 있기

도 한다. 이와g비슷하게g나는g일정한g규칙성과g기계적인g반복성을gq지는g공s

을g표현하고자g하면서도,g그g안의g대상들이g우연하게 관계하며 만들어내는 유동

적이고 q변적인 공s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는 주도면밀한g시스템g안에서g발생

하는g자유—고g예측g불q능한g움직임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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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나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데이터q 추q됨에 따라 계속해서 팽창

하는 디지털 q상공s의 확장성을 상상하고,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방법에 의해 

구축되는 구조” 떠올리며, 처음과 시작점이 존재하지 않은 비선형적이고 불연

속적인 공s z념을 구상한다. 이 공s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은 물질세계의 중력

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신 공s을 둥둥 떠다니며 부유하는 듯한 특징을 q지

고 있다. 이들은 반복되고 변주되며 무수히 많은 이미지로 늘어나며, rr의 이

미지는 통일적인 공s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z별적인 공s의 일부로 작동한다. 

이미지들은 공s을 구축하는 일종의 논리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의외의 장소에 위치할 때도 있다. 때로

는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v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

한다. 

 (,



3V. 디지털 Wy 공간의 은유적 시각화 

1.  Wy세계의 d하학적 표현  

 물질세계 너머에 있는 q상의 세계” 시r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 선택

해야 하는q5 나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인터넷에서 얻은 다양한 이미지

” 디지털 페인팅 프로그램에서 콜라주해서 q상공s의 기묘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3Aot <P]P, Aot ESP]P4 (참고도판 ))에서는 39 렌더링 (]PYdP]TYR) 프로

그램으로 만든 인s의 모습과 디지털 페인팅 프로그램에서 변형시켜 늘린 화면

과 붓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 스마트폰의 이모티콘 이미지들과 

y은  들을 이어붙였다.  

J참고도판 )K 3Aot <P]P, Aot ESP]P4, )0(8, 캔버스에 유채, 00c-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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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에서 나는 서로 관계q 없어 보이는, 맥락과 형식이 대비되는 이미지

들을 한 화면에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다보면 서로 관계없는 

이미지들이 무작위로 한 화면에 떠오르는  을 표현하고 시공s의 구분이 무의

미해지는 디지털 q상공s을 나타내려고 한  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화

면은 결과적으로 내 의도와는 반대로 r 이미지q 나타내는 대상과 내포하는 의

미” 부r시켰다.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이미지들은 r자q q진 서술성과 

상징적인 의미q 얽히며 내q 의도하지 않은 서사” 만들어내는  이다. 

 나는 디지털 q상공s의 사회·정치적 함의나 문화적 기능에 대해 비평하거

나 평q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이 의 공s성, 즉 이미지q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화함에 따라 공s이 끝없이 확장하는 모습에 관심이 있다. 디지털 q상공s이

라는 q상의 세계” 시r화하고, 회화” 통해 이”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

미지” 고민한 끝에 나는 재현적인 이미지들을 배제하고 추상 이미지” 사용하

기로 결정한다.  

 디지털 q상공s의 객관적인 모습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며, 결국 우리 모

두는 r자의 주관을 바탕으로 이 공s의 모습을 상상할 뿐이다. zz인이 생r

하는 디지털 q상공s의 모습이 모두 다” 때, 대다수q 공u하고 수긍할 수 있

는 디지털 q상공s의 이미지는 무엇인q5  

 나는 작업을 하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u할 수 있는 디지

털 q상공s의 이미지” 고민한다. 객관적인 모습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내 주관에 바탕하여 디지털 q상공s에 대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q지고 있는 

이미지” 탐색한다. 나는 이 과정이 추상의 본질과 비슷하다고 느낀다. 나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 q상공s에 대해 공통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 유추

하여, 이 의 특징을 추출해서 단순화 한 이미지” 사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크게 세 종‘의 추상 이미지들을 작업에 실험한다. 이들은 기하도형, 추

상 패턴을 임의로 자“ 이미지, 그리고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추상이미지

이다. 대학원에 들어와 q장 처음 만든 그…인 3둥둥 I4에서는 사r형, 원형의 

형태, 비정형적으로 잘린 패턴을 사용했다 (도 3).  

 (.



J도 3K 3둥둥 I4, )0(0, 판넬에 유채와 아크릴 물u, 84c0.Nm 

 

 3둥둥 I4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들은 재현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q진

다. 그러나 사r형과 원형의 형태는 자율적인 규칙에 의해 형태와 비율이 결정

되는 기하학적 도형인 반면, 하얀색 바탕에 검은 격자무늬q 그려진 이미지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임의로 잘랐다는 점에서 차이q 있다. 기하 도형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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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따라 형태q 만들어진다면, 패턴을 자“ 이미지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

로 자르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나온다.  

 나는 또한 기하도형이나 자의적인 경계” 재단해서 만든 이미지q 아닌, 스

마트폰을 사용해서 만든 z별적인 추상 이미지”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39 스

캐닝 (sNaYYTYR) 앱은 현실 세계” 무수히 많은 단면으로 촬영해 이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39 이미지로 만든다. 이때, 이들을 확대하다 보면 39 이미지는 식별

q능한 대상이 없어지고 어느순s 색과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추상 이미지q 된

다 (참고도판 3, 4).  

J참고도판 3K 핸드폰의 DNaYddB]o 앱에서 만든 39 스캔 이미지의 일부  

J참고도판 4K 핸드폰의 DNaYddB]o 앱에서 만든 39 스캔 이미지의 일부 

  

 3D[aNPd I4에서 왼쪽 하단부에 사용된 분홍색과 t색의 이미지는 작업실의 

공s을 39로 스캔한 이미지의 일부이다 (도 4). 39 스캐닝 앱은 어떤 대상을 촬

영하는지에 따라 매번 다“ 색과 형상의 조합을 생성한다. 이는 객관적인 재현

성이 부재한 이미지라는 점에서 추상적이지만, 동시에 어떤 규칙에 의해 언제나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기하 도형과는 달리 구체적인 현실의 사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z별적이고 특정하다. 
 (0



J도 4K 3D[aNPd I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u, 0(c0(Nm   

 나는 이렇게 세 종‘의 추상 이미지” 실험해 본 결과 점차 기하 도형을 중점

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이미지” 그대로 화면

에 사용하는  은 결국 디지털 이미지” 정교하게 모방해서 회화적으로 옮기는 

 이다. 그러나 내q 중요하게 생r하는  은 컴퓨터 화면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q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디지털 q상공s의 특성을 표현하는  이다. 

나는 디지털 q상공s에서 질서 정연한 체계, 엄격한 규칙에 의해 형성되는 시

스템, 심리적으로 꽉 짜인 듯한 구조” 상상한다. 기하 도형은 일정한 규칙에 의

해 형태q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나열된 모습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구축

되는 디지털 q상공s의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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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r형에 대한 연구 I4에서 나는 사r형만을 사용해서 디지털 q상공s을 

표현한다 (도 ,). 사r형은 디지털 이미지”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의 모양

이기도 하며, 디지털 기기의 네모난 디스플레이와 창을 연상하기도 한다. 이들

이 일정한 s격으로 나열되는 모습은 순차적인 논리와 규칙,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 닮았다. 바탕에 있는 작은 청색의 사r형들은 y은 r도로 

기울어져 있어 통일성을 q지며,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작은 구성요소들의 집합

으로 보인다.  

J도 ,K 3사r형에 대한 연구 I4, )0)0, 캔버스에 아크릴 물u, 4,.,c,..,Nm 

2. tv과 u주o 통한 확장  

 인터넷에서 어떤 이미지” 찾으면 파일의 크기만 다” 뿐 동일한 이미지들이 

수백 장, 수천 장 검색 결과에 나타난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는 0과 (의 데

이터의 조합으로 환산되며, 원본과 똑y은 복제본들의 홍수 속에서 이 둘을 구

 )(



별하는  은 무의미해진다. 하나의 이미지q 손쉽게 복제되어 무한에 q깝게 증

식하는  은 유일성이 x조되는 회화와 대비되는 디지털 이미지 환경의 특징인

데, 나는 이” 시r화하기 위해 하나의 이미지” 화면 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사

용한다. 닫히지 않고 열린 형태, 즉 캔버스에 번진 묽은 물u과 y이 명확한 경

계q 부재한 형태와, 우연에 의해 얻어지는 형태는 동일한 모양으로 복제하는 

 이 까다—다. 반면, 내q 사용하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이미지들은 일정하

고 s단한 규칙에 따라 형태q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그리기에 

수월하다.  

 이때, 나는 이미지들의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다양하게 변주한다. 디

지털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이미지q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밈 (mPmP)처럼 이미지들이 변형되고 복제되어 확산되기도 한다. 나는 하나의 

이미지q 다양하게 변화하며 증식하는  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의 크기, 색, 기

울기, 투명도 등을 다양하게 변주한다. 3!4는 정면으로 얇게 쌓인   y은 다양

한 크기와 색의 사r형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도 -). 이들은 사r형이라는 공통

점을 q지고 있지만, 어떤 이미지는 투명한 파란색이며 또 어떤 이미지는 불투

명한 노랑색과 주황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채색된다.  이미지들의 크기는 제rr

으로 보일 만큼 다양하다. y은 색으로 채색된 이미지라도 어떤  은 크게, 어떤 

 은 작게 그려져 있다. 나는 이미지의 색과 크기” 다양하게 조율하여 핸드폰

이나 컴퓨터의 화면 위로 새로운 이미지q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다. 선명한 색으로 불투명하게 채색된 이미지q 화면의 q장 앞에 위치한 새—

게 생성된 이미지처럼 보인다면, 사이사이 삽입된 유백색의 반투명한 이미지는 

사라지는  과 나타나는   사이에 있는 중s단계” 표현한다. 이들은 사라져q

는 이미지의 잔상처럼 보이기도 하며, 다“ 한편으로 지금 막 화면 위에 떠오르

기 시작하는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



J도 -K 3!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u, (-.c0.Nm 

 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위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의 움직임을 상상할 때 화면 

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들이 화면의 양옆, 아래위로 확장하

며 영역을 넓히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한번 인터넷에 올려진 이미지

는 셀 수 없이 많이 복제되어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곳곳으로 확산한

다. 어떤 사용자q 인터넷상의 특정 플랫폼에 올린 이미지q 복제되어 다“ 플

랫폼에 공유되는  이 시공s의 제한 없이 일어나는  이다. 나는 한 사용자q 

올린 이미지q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미지들이 한 곳에서 다“ 곳으

로 움직이며 디지털 q상공s의 다양한 구역에서 발견되는  을 상상한다.  

 3HSat I DPP TY Md HTYdobs4는 총 네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연작이다 (도 

., 8, 0, (0). 이 네 점은 공통적으로 파란색 원, 흑백의 줄무늬, 스프레이” 뿌린 

직사r형, 선, 얇은 노랑색과 보라색 이미지”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 위해 

나는 내q 사용한 색의 종‘” 기록으로 남기고, 혼색을 최대한 피하고, 색을 꼭 

섞어야 할 경우 r 물u을 섞은 비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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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J도 .K 3HSat I DPP TY Md HTYdobs I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

u, 4(c,3Nm 

(우) J도 8K 3HSat I DPP TY Md HTYdobs II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u, 4(c,3Nm  

 나는 또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비현실성을 x조하기 위해 고채도의 파

란색으로 붓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끔 매끄럽게 채색하고, 인공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 사용하여 이미지들의 경계” 날카—게 

유지한다. 마스킹 테이프” 붙인 후 투명 미디엄을 여러겹으로 덧발라 물u이 

테이프 틈새로 새지 않고 색의 경계q 단단하게 분할되도록 한다. 나는 네 점의 

작품에서 거의 동일한 이미지의 크기와 비율을 유지하여, 이들을 한 자리에 전

시할 때 이미지들이 네 z의 화면을 q로질러 확산하는 듯 보이도록 유도한다 

(도 ((). 특히, 파란색 구” 다양한 광원으로 채색하여 이들이 한 자리에 고정된 

 이 아니라 화면에서 굴러다니며 계속해서 다“ 위치로 이동하는 듯한 움직임

을 표현한다. 

 )4



(좌) J도 0K 3HSat I DPP TY Md HTYdobs III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u, 4(c,3Nm 

(우) J도 (0K 3HSat I DPP TY Md HTYdobs IG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u, 4(c,3Nm  

J도 ((K 3HSat I DPP TY Md HTYdobs IfIG4 설치장면  

 ),



 이미지들은 한 방향으로 확산하는  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확산한

다. 이는 중심이 부재한 디지털 q상공s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q상공s에서는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나머지  들이 연결되는 수직적인 구조

q 아니라,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사용자들이 수평적으로 정보” 주고받는다. 

디지털 매체q 스크린을 기반으로 하는 다“ 매체, 예” 들면 EG와 영화 y은 

매체와 q장 다“ 점은, 정보의 수신자와 송신자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이

다. 누군q 보낸 이미지” 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이 받은 이미지” 다“ 사

람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q상공s은 수평적인 구조” q진다. 이

와 y은 특징을 포착하여 나는 하나의 중점적인 이미지q 부재한 화면을 만든

다.  

 3사r형에 대한 연구 II4에서 나는 사r형의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

되 이들을 고르게 분산해 특정한 중심을 설정하지 않고 화면 전체” 균질하게 

표현한다. 이 그…은 중심이 되는 이미지q 부재하고, 일정 s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그…의 네 q장자리로 고르게 확산하며 전면적인 화면을 만든

다. 이미지들은 또한 캔버스의 옆면으로 이어진다. 캔버스의 q장자리로 연결되

는 이미지는 화면의 경계에서 끝나는 대신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듯 보

인다. 

J도 ()K 3사r형에 대한 연구 II4, )0)0, 캔버스에 아크릴 물u, )-0c(3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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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s지의 중첩과 bk을 통한 x선형적 공간 

1) m이어의 중층적인 c조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 이미지들은 레이어의 중층적인 구조로 나타

난다. 다수의 )차원 평면 이미지들이 겹쳐져 3차원 공s을 표현하는  이다. 두 

z 이상의 이미지q 겹쳐질 때 우리의 뇌는 비록 두 이미지 모두 평면에 불과하

더라도 앞에 놓인 이미지q 우리에게 더 q까이 있는  이라고 쉽게 착r한다. 

이러한 착시의 효과는 첫 번째 이미지와 그 밑에 놓인 이미지q 만나는 부분의 

경계에 그…자” 그려 넣는  으로 x화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두 z 이상의 

이미지q 겹쳐져 있을 때 밑에 q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r하는 대신 앞에 놓여 있는 이미지에 q려져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한다. 예

” 들어 J참고도판 ,K에서 a는 M처럼 회색의 뒤집힌 기억자 모양과 빨s 사r형

이 접합부에서 만나는  일수도 있지만, N에서처럼 회색 사r형과 빨s색 사r

형이 중첩되어 회색 사r형의 일부만 보이는  일 수도 있다. M와 N 모두 a의 q

능한 해석이지만, a” 보는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N의 상황과 연결 지어 생r

한다. 즉, 중첩은 실재하지 않는 q상의 깊이” 만들어 내며, 환영적인 공su을 

생성한다. 

J참고도판 ,K 중첩이 만드는 환영적인 깊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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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에 착안해 이미지” 여러번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그…을 그리는데, 

내q 주로 사용하는 중첩의 방식 몇 q지” J참고도판 -K에 정리해보았다.  

J참고도판 -K 내q 사용하는 중첩의 4 q지 방법  

 먼저 a는 이미지들의 색깔 대비” 이용한 중첩의 방식으로, 색이 다“ 불투

명한 이미지 두 z” 겹친  이다. q장 기본적인 중첩 방법이기도 하며, 앞에 

있는 이미지에 뒤에 있는 이미지” 완전하게 q린 듯한 효과q 있다. M는 a” 응

용한 방식으로, a에서 위에 있는 이미지의 q장자리에 그…자” 넣은  이다. 그

…자” 넣게 되면 보다 명백하게 이미지들 s의 순서q 드러나며, 위에 있는 이

미지q 뒤에 있는 이미지의 정면에 위치한  과 y은 효과” 준다. 중첩의 세 번

째 방법은 이미지들의 투명도” 대비시키는  이다. N에서 앞의 이미지는 물u

을 희석시켜 보며 투명하게 칠해지며, 뒤에 있는 이미지q 겹쳐진 부분이 어렴

풋이 비치게 된다. 이 방법은 q장 많은 시r적 변수q 등장하기도 하는 방식인

데, 바탕에 어떤 색의 이미지q 놓여 있는지에 따라 겹쳐진 색이 다르게 보이며 

무수히 다“ 효과q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d는 크기에 따“ 대비” 

활용한  으로 서로 크기q 다“ 이미지들을 중첩시킨다. 실제로 3차원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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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때 먼 곳에 있는  은 작게, q까이 있는  은 크게 보인다. 화면 안에서 

겹쳐지는 이미지들의 크기” 다르게 해서 어떤  은 멀리 있는 듯하게, 또 어떤 

이미지는 q까이 있는 듯한 효과” 얻을 수 있다.  

 중첩된 이미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와는 또 다“ 시r적 효과” q진다. 

색, 투명도, 크기, 그…자 등으로 대비된 이미지들은 중첩을 통해 화면 안에 율

동u과 운동u을 생성한다. 또한, 평면적인 z별 이미지들을 겹쳐서 화면을 구

축함으로써 평면성과 공s성이 혼재한 화면이 만들어진다. 큰 이미지에서 작은 

이미지로, 두터운 물질u이 느껴지는 이미지에서 얇고 투명한 이미지로 거듭해

서 변화하는 화면을 보는 이의 눈은 바쁘게 움직인다.  

 디지털 q상공s에서 이미지들은 고정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내q 새로운 

창을 열고 닫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한 화면에 함께 묶인  에 불과하며, 언제든

지 사라질 수도 있고 찰나에 여러 z로 증식하고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변형된

다. 3D[aNPd II4 에서 r 이미지” 비추는 빛의 방향과 시점은 통일적이지 않다

(도 (3). 하얀색과 검은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채색된 구들은 독립적인 광원을 q

지고 있다.  

J도 (3K 3D[aNPd II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u, (-)Nm c 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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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보기엔 모두 일’적으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빛을 받는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살피면 화면 안의 y은 높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구들이 r기 다“ 빛의 

방향과 시점으로 채색됨을 알 수 있다. 오“쪽 상단부에 있는 구는 보는 이의 눈

높이보다 더 위에 있는 듯 보이지만, 비슷한 높이의 왼쪽에 있는 구는 보는 이q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또한, 그… 안의 다“ 이미지들은 아예 

광원이 부재하기도 하며, 화면을 q로지르는 청록색 선의 광원은 위쪽에 위치한 

 처럼 보이다q도 오“쪽을 지나는 선은 오“쪽에서 빛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빛의 방향과 시점을 산발적으로 놔둠으로써 내q 표현하고자 하는 공s이 

하나의 통일적인 규칙에 의해 작동하는 논리적인 공s이 아니라는  을 보여준

다. rr의 이미지들은 하나의 시공s에 고정된 상태q 아니라, r자 다“ 시s

과 공s에 있는  들이 일시적으로 한 화면에 묶인  에 불과함을 나타낸다. 

 이 작업에서 나는 디지털 화면에서 보는  처럼 선명한 이미지” 얻기 위해 

이미지의 경계” 뚜렷하게 유지하고, 몇몇 그라데이션 된 이미지” 제외하고 거

의 모든 이미지” 단색으로 칠한다. 컴퓨터의 화면은 빛을 더하는 방식으로 색

을 구현하기 때문에 색이 겹쳐져도 맑고 밝은 채도” 유지한다. 그러나 회화는 

안료” 기반으로 하는 물u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채도와 명

도q 떨어지며 탁하게 느껴진다. r 이미지” 칠할 때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경계” 날카—게 유지하는  은 색이 섞이지 않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의 채도” 선명하게 유지하게 도와준다.  

2) 이s지 순서의 bk  

 한편, 나는 이미지들을 중첩시킴과 동시에 때때로 이들이 내포하는 앞뒤 순

서 관계” 의도적으로 뒤엉키게 만든다. 앞에 있는  처럼 보이는 이미지q 사

실은 물리적으로 더 뒤에 있게끔 그…을 그리는  이다. 레이어의 전복을 적극

적으로 작업에 사용했던 작q로는 요셉 알버스 (>osPf 6WMP]s)” 들 수 있다. J참

고도판 .K은 알버스의 (0,3년도 작품 3<omaRP to tSP Dqua]P1 6sNPYdTYR4이

다. 일리노이 주립대학 (IWWTYoTs DtatP UYTaP]sTtd)의 미술사학과 교수 제임스 마

이 (>amPs MaT)는 알버스의 그…에서 이미지들의 다양한 공s적 관계로 해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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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도판 8). 그에 따르면 총 4z의 사r형이 겹쳐있는 듯

이 보이는 알버스의 작품은 a에서처럼 q장 q까이 노란색 사r형이, 노란색 밑

에는 아이보리색 사r형이, 아이보리색 밑에는 회색이, 그리고 회색 밑에는 q

장 큰 하늘색의 사r형이 위치한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르게 q능

한 해석은 M에서처럼 q장 앞에는 q운데 구멍이 뚫린 하늘색의 프레임이 있고 

q장 뒤에는 아이보리색 사r형이 있으며, 이 사이에 노란색 사r형이 들어q 

있고 파란색 프레임이 아이보리색 사r형에 드리우는 회색 그…자q 있는  이

다. 아니면 N에서처럼 노란색 사r형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밑에 하늘색 프레임과 

아이보리색 사r형이 있는  일 수도 있으며, 혹은 d에서처럼 아이보리색 프레

임이 q장 앞에 있고 그 뒤에 노락색 사r형이 있으며, q장 뒤에는 하늘색 사r

형이 존재하는  일 q능성도 있다.  -

(좌) J참고도판 .K 요셉 알버스 (>osPf 6WMP]s), 3<omaRP to tSP Dqua]P1 

6sNPYdTYR4, (0,3, 판넬에 유채, ((0.,c((0.,Nm, 휘트니 미술관  

(우) J참고도판 8K 제임스 마이 (>amPs MaT)q 제시한 요셉 알버스의  

3<omaRP to tSP Dqua]P4의 네 q지 공s적 해석  

  

 (004년 철학자 베리 스미스와 (7a]]d DmTtS)는 바르지 아킬레 (Ga]eT 

6NSTWWP)는 어떠한 형태의 경계는 보나파이드 (MoYa fTdP) 경계와 피아트 (fTat) 

 James Mai. "Planes And Frames: Spatial Layering In Josef Albers’ Homage To The Square 6

Paintings". Bridges (2016), 236. 
 3(



경계로 나눌 수 있다는 z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보나파이드 경계는 내부.

에서 자율적으로 닫힌 형태q q지는 경계이며, 피아트 경계는 열린 평면 위에 

일종의 자의적인 경계” 투시하거나 겹쳐서 재단하는 결과 나타나는 경계다. 나

는 피아트 경계의 z념을 이용해 시r적으로 인지되는 레이어와 실제 물리적으

로 캔버스 위에 그려진 레이어의 순서q 뒤섞이게 만든다.  

 3무제4는 사r형의 이미지들과 원형의 이미지들이 화면의 q운데에서부터 

q장자리로 확산하는 순s을 포착한다 (도 (4). 청록색의 원들과 사r형 이미지

들은 검은색 바탕의 앞에 위치한  처럼 보인다. 즉,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이

미지들이 그 위에 있는  처럼 보이는  이다. 그러나 q까운 거리에서 실제 작

품을 세밀하게 보면 앞에 있다고 생r한 청록색의 원들이 사실은 캔버스와 q장 

q까이 있으며, 뒤에 있다고 생r한 검은색 배경은 사실 청록색의 원들의 앞에 

있다. 

J도 (4K 3무제4, )0)0,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물u, ,3c4(Nm 

 Barry Smith & Achille Varzi, “Fiat and Bona Fide Boundari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

Research -01) ()000), 40(h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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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q 레이어의 전복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다음과 y다1 청록색 원들을 q장 

먼저 그리고, 이들 위에 마스킹 테이프” 씌운 다음, 에어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화면에 전체적으로 물u을 분사한다. 그리고 사r형 모양으로 마스킹을 한 다

음, 화면에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물u을 바“다. 물u이 다 마“ 후에 마스킹 테

이프” 모두 떼어내면 사r형 이미지들과 청록색의 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만드

는 화면은 멀리서 보면 실제 물u이 발린 순서와 반대되는 순서로 이미지q 쌓

인  처럼 보이지만, q까이서 보면 물u의 두께q 눈에 띄면서 이미지q 그려

진 순서대로 작품을 읽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q상공s은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는 다“ 물리법

칙이 적용되는 공s처럼 느껴진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실시s으로 

문자와 이미지” 주고받으며 소통할 때, 시s의 선형성은 휘어지며 공s의 원근

성은 소멸된다.  전통적인 시공s의 z념이 해체되며, 디지털 디바이스” 바라8

보는 사람은 불연속적인 시s과 공s을 경험하게 되는  이다. 회화” 구성하는 

이미지들은 정지되어있으며 움직이지 않지만, 나는 레이어의 전복을 통해 공s

의 논리적 구조q 뒤바뀌는  을 의도한다.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그… 위에 나타나는 공s의 순서q 변화한다는  은 결국 그 공s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성질을 q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의 눈이 의식

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주의” 기울이는  들에 따라 공s이 나타나기도, 사라지

기도 하는  이다.   

 나는 디지털 이미지의 매끄러운 질u과 선명한 색과 y은 특성을 q진 회화 

화면을 만들어 얼핏 보았을 때 마치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구상하고, 구현한 이

미지” 캔버스 위에 프린트한  처럼 보이는 지점을 의도한다. 이 의 이미지” 

컴퓨터나 핸드폰의 화면에서 볼 때, 다“ 디지털 이미지들과 이질u이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  을 목표로 한다. 이” 위해 나는 이미지” 얇고 물질u이 느껴지

지 않는 매끄러운 마u으로 채색하며, 디지털 화면에서 보는 듯한 선명한 이미

지” 얻기 위해 r 이미지의 경계” 명확하게 유지하며 채도q 높은 색을 위주

로 사용한다. 컴퓨터의 화면은 빛을 더하는 방식으로 색을 구현하는 반면, 회화

 김진해, ⌜디지털 대중 매체 시대의 언어의 향배⌟, o새국어생활p)-()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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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색이 더할수록 채도와 명도q 떨어지며 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 한편으로, 내 작품에서 레이어의 순서q 전복

되는  이나 꼼꼼하게 채색된 q장자리는 디지털 정면 이미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작품과 일정 거리 안쪽에 q깝게 다q서서 실제 공s에서 이” 

볼 때만 이미지의 중층적인 순서나 회화의 q장 넓은 면뿐만 아니라 채색된 q

장자리” 볼 수 있는  이다. 나는 실제 공s에서 몸을 움직여 작품에 q까이 다

qq서 세밀하게 보거나 뒤로 다시 걸어q 전체적인 이미지” u상하기도 하며, 

시r뿐만 아니라 다“ ur도 함께 사용해서 작품을 경험하는  이 디지털 화면

에 떠오“ 이미지” 바라보는  과 다르다고 느낀다. 이” 위해 나는 레이어의 

순서” 전복하고, 질u을 더하고, q장자리” 칠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정

면 이미지q 포함할 수 없는 요소” 집어넣는다. 디지털 디바이스” 보는   y

은 시r적 경험을 회화에서 의도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실제 공s에서 볼 때 비로

소 총체적으로 경험되는 회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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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n  

 나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디지털 이미지 환경의 급격한 확산이 회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생r해보며, 이” 바탕으로 내 작품의 소재와 사용하는 이미지, 

제작 기법을 분석했다.  

 )000년대 이후 디지털 디바이스의 급격한 확산은 회화” 경험하는 주된 방

식과 생산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하루의 많은 시s을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하는 현시대에 스크린 속 디지털 이미지는 현실 세계의 이미지만큼 익숙하게 다

q온다. 디지털 이미지의 시r적 특성은 내q 체u하는 동시대의 시r 문화와 

밀접하게 다q오며, 컴퓨터에서 그…을 그리는 방식은 내q 회화” 제작할 때 

그…을 레이어의 분할로 인식하게 했다. 나는 이러한 영향을 작품에서 qu 없

이 드러내며, 디지털 시r언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컴퓨터에서 구현한 듯한 

화면을 그렸다. 그러나 매끄러운 액정 위의 고명도, 고채도의 디지털 이미지는 

실제 회화의 색이나 질u과 다르게 ur되며, 동시에 q만히 앉아 디지털 디바

이스에 매z되는 이미지” 보는 경험은 실제 공s에서 몸을 움직이며 회화” u

상하는 경험과 큰 차이q 있다. 나는 이런 차이에 주목하여 디지털 이미지 환경

에서 대체될 수 없는 회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나는 회화와 디지털 스크린 모두 화면 너머의 q상공s을 보여준다는 공통점

을 q졌다는  에 착안하여 소재로 디지털 q상공s을 선택했다. 디지털 q상공

s이 엄격하게 구축된 시스템 속 우연적이고 q변적인 사~이 일어나는 공s이

라는 인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q상공s의 특징을 규칙성, 확장성, 불연속성 등

으로 정리하고 이” 시r화 시킬 수 있는 이미지와 제작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그린 재현적인 이미지는 그 자체의 의미

와 서사성이 q상의 세계” 표현하는 데 한계q 있음을 논했고, 이” 참고하여 

대학원에서는 추상적인 이미지” 사용해서 그…을 그리기 시작했음을 설명했

다. 내q 실험했던 추상 이미지” 세 q지로 정리했으며, 결과적으로 기하 도형

이 디지털 q상공s을 시r화하는데 q장 효과적인 이미지였음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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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디지털 공s에서 무한하게 복제하며 증식하는 이미지의 모습을 표현하

기 위해 그… 안에서 y은 이미지”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방법을 선택했고, 또 

디지털에서 손쉽게 변형되어 유통되는 이미지”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이미지

” 여러 q지 방식으로 변주했다. 그리고 디지털 q상공s의 불연속적인 공s성

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들의 순서” 뒤섞고 전복시켜서 하나의 확정적이고 논

리적인 공s이 아니라 불확정적이고 중층적인 공s을 회화 화면안에 만들었다.  

 이번 연구” 통해 나는 디지털 이미지와의 관계” 바탕으로 회화” 생r하는 

 이 왜 나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은 단순히 비물질의 디

지털 이미지” 회화라는 물질로 옮기고자 함이 아니라, 회화” 둘러싼 시지r 

환경이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추적하고 고찰하

고자 한다는  을 알게 되었다. 즉, 나는 디지털 이미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에 의해 일상의 시r 경험이 달라지는 양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만약 앞으

로 디지털 이미지q 아닌 다“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에 의해 시r 경험이 재편

된다면 나는 그 과 회화의 관계” 고민할 지도 모“다.  

 또한 나는 디바이스 너머의 q상공s을 연상시키는 화면을 회화에서 구현하

고 싶다는 마음의 발로” 조금이나마 추적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 회화” 둘

러싼 환경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q는 현 시점에서 실제로 볼 때 비로소 

총체적으로 경험되는 회화”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해했다. 동시에, 나는 

디지털과 회화의 관계, 그리고 디지털 q상공s에 대해 내q q진 인식의 한계

” 확인했으며, 아직까지 비교적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틀로 이들을 인지하고 있

음을 깨달았다. 연구의 시작에 내q 디지털 q상공s에 q진 인상 중 하나는 이 

공s이 현실보다 자유—다는  이었다. 그러나 연구” 진행하며 나는 인터넷 실

명제나 r 포탈을 이용하는 규칙, 올릴 수 있는 정보의 제한, 또 r종 디지털 범

죄와 악성 댓글 y은  을 생r하면 디지털 q상공s 또한 현실 공s과 마찬q

지로 규제와 제약이 있다는 생r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규제는 일상의 더 많

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q며 더욱 x화되어q고 있다. 결국 내q 디지털 q상

공s과 현실의 공s이 q장 다르다고 생r하는 이 둘을 경험하는 ur의 차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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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르는데,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생r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

고, 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연구하는  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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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OMacO  

- SOPAy Kn OEB 9ainOBMly 1SLMBNNiKn 

KC 0iDiOal ViMOPal SLacB  

V .aNBA Kn 6y WKMGNV  

?oPuY DPoW 

9P[a]tmPYt of BaTYtTYR 

ESP ;]aduatP DNSooW, DPouW AatToYaW UYTaP]sTtd  

 ESTs [a[P] TYaPstTRatPs tSP suMUPNt mattP] as bPWW as tSP TmaRPs aYd 

aTsuaWTeatToY mPtSods of md bo]V f]om )0(0 to )0)0. ES]ouRS tSTs 

aYaWdsTs, I aTm to Pc[Wo]P tSP Ra[ MPtbPPY a dTRTtaW TmaRP aYd a [aTYtTYR.  

 :aP]d tTmP I sPP a [aTYtTYR-a [SdsTNaW oMUPNt madP of aa]Tous matP]TaWs-

dTs[WadPd as a dTRTtaW TmaRP oY a sWTNV RWass su]faNP, I am oftPY st]uNV bTtS a 

sPYsP of uYPasP. IY tSP [assaRP f]om matP]TaW to TmmatP]TaW, bSat bas oYNP 

taYRTMWP Ts Yob t]aYsfo]mPd TYto a fWat TmaRP oY a ]adTaYt sN]PPY. ESTs 

t]aYsfo]matToY Uucta[osPs tbo fuYdamPYtaWWd dTffP]PYt mPdTums TY a 

fo]NPfuW maYYP], dTs]PRa]dTYR tbo Tm[o]taYt faNto]s TY tSP []oNPss1 fT]st, 

dTRTtaW TmaRP aYd [aTYtTYR PaNS [ossPss dTstTYNt aTsuaW NSa]aNtP]TstTNs2 

sPNoYd, tSPd aNtTaatP dTffP]PYt ]aYRP of sPYsuaW s[PNt]um.  

 6 [aTYtTYR Ts Yot Uust aY TmaRP oY a NaYaas. HSat d]abs mP mo]P tSaY 

tSP TmaRP Ts Tts matP]TaWTtd aYd t]aYsTPYt Yatu]P. HSPY I WooV at a [aTYtTYR, I 

Na]PfuWWd RaueP tSP dP[tS of PaNS [aTYt WadP], fo]RPd Md tSP RPYtWP []Pssu]P 

f]om PaNS tTmP a M]usS WPaaPs Tts t]aTW oY tSP NaYaas2 I oMsP]aP Sob, TY a 

sTYRWP [aTYtTYR, sSPPY aYd WumTYosTtd NaY aa]d dP[PYdTYR oY tSP amouY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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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dTum usPd. HSPY I aTsTt a RaWWP]d, I admT]P a [aTYtTYR TY ]PWatToY to tSP 

s[aNP aYd bo]Vs dTs[WadPd YPct to Tt2 I baWV a]ouYd tSP ]oom to sPP Tt f]om 

aa]Tous [osTtToYs, taVTYR a NWosP WooV at aWW fou] sTdPs of tSP NaYaas. 

DomPtTmPs I PaPY aTsTt tSP sSob mo]P tSaY oYNP to sPP Sob WTRSt aYd 

bPatSP] NoYdTtToYs bouWd aWtP] tSP SuP of tSP bo]V.  

 IY NoYt]ast, dTRTtaW TmaRP Ts NoYst]uNtPd bTtS ]obs of [TcPWs tSat PmaYatP 

WTRSt oY tSPT] obY. It maTYtaTYs tSP samP WPaPW of SuP aYd satu]atToY 

]PRa]dWPss of bSP]P Tt Ts. HSPY WooVTYR at somPtSTYR oY a sma]t[SoYP o] a 

Nom[utP] sN]PPY, Tt MPNomPs T]]PWPaaYt bSP]P tSat [SoYP o] Nom[utP] Ts 

[WaNPdibSat mattP]s Ts tSP TmaRP oY a ]PNtaYRuWa] sN]PPY. DTm[Wd [ut, 

dTRTtaW TmaRP sPaP]s ]PWatToYsST[ bTtS tSP [SdsTNaW ]PaWTtd. 6Y TmaRP of a 

[aTYtTYR, t]aYsWatPd TYto dTRTtaW TmaRP, PWTmTYatPs Nom[WPc aTsuaW aYd s[atTaW 

Pc[P]TPYNP of [P]NPTaTYR a [aTYtTYR. IYstPad, bSat Ts WPft Ts a fWat, RWossd 

TmaRP oY tSP sN]PPY, dPaoTd of aYd tPctu]P.  

 IPt, dPs[TtP fuYdamPYtaW dTffP]PYNPs MPtbPPY a [aTYtTYR aYd a dTRTtaW 

TmaRP, tSP TYN]PasTYRWd dTRTtaW aTsuaW PYaT]oYmPYt of tSP Nu]]PYt P]a Sas 

[]om[tPd T]]PaP]sTMWP NSaYRPs to tSP YotToY of a [aTYtTYR. Ca[Td R]obtS of 

sma]t[SoYP usP TY tSP ]PNPYt dPNadP Sas madP [Po[WP to s[PYd mo]P tTmP 

WooVTYR at dTRTtaW TmaRPs oY tSPT] [SoYPs ]atSP] tSaY WooVTYR at [aTYtTYRs TY 

]PaW WTfP. 6]tTsts todad NommoYWd Pm[Wod dTRTtaW mPdTa, WooVTYR u[ a]t bo]Vs 

oYWTYP, adaP]tTsTYR tSPT] bo]Vs oY aa]Tous soNTaW mPdTa [Watfo]ms, aYd 

utTWTeTYR dTRTtaW [aTYtTYR []oR]ams TY tSPT] N]PatTaP []oNPss. 

 IY tSTs TYt]TNatP sTtuatToY bSP]P sPPmTYRWd TYNom[atTMWP tSTYRs a]P 

TYtP]tbTYPd toRPtSP], I fPPW tSP YPNPssTtd to Pc[Wo]P aYd NWa]Tfd tSPT] 

]PWatToYsST[. I Na[tu]P somP of tSP PssPYtTaW NSa]aNtP]TstTNs of a NdMP]s[aNP 

aYd ]PNoYst]uNt Tt bTtS a [aTYtP]Wd WaYRuaRP. 8dMP]s[aNP Ts a MouYdWPss 

s[aNP bTtSout aYd ]Pst]aTYts of a [SdsTNaW ]PaWTtd. It NaY Pc[aYd MPdoYd tSP 

MouYds of a [SdsTNaW s[aNP aYd su][ass tSP WTYPa]Ttd of tTmP aYd s[aNP. I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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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WTVP YPtbo]V of usP]s aYd TYfo]matToY, TmaRPs a]P RatSP]Pd aYd 

dTs[P]sPd TY a f]aNtToY of a sPNoYd, [P][PtuaWWd fWoatTYR a]ouYd tSTs s[aNP, 

uYtPtSP]Pd to aYd fTcPd o] [P]maYPYt s[ot. 

 I usP aMst]aNt RPomPt]TN TY ]PN]PatTYR tSP NdMP]s[aNP TY md bo]V. 

;PomPt]TN sSa[Ps a]P aYaWoRous to a WoRTNaW aYd mPNSaYTNaW st]uNtu]P of a 

tPNSYoWoRd MasPd oY bSTNS NdMP]s[aNP Ts NoYst]uNtPd, aYd a]P PffTNaNTous TY 

]P[]PsPYtTYR uYWTmTtPd ]P[WTNaMTWTtd of dTRTtaW TmaRPs. I sPWPNt a uYTt TmaRP, 

t]aYsfo]m Tt, aYd [aTYt Tt ]P[PatPdWd oY a NaYaas to sSob omYTdT]PNtToYaW 

Pc[aYsToY of tSP dTRTtaW s[aNP. IY tSP []oNPss, I suMaP]t tSP o]dP] of WadP]s to 

Pc[]Pss tSP YoYWTYPa]Ttd of tTmP aYd dTsNoYtTYuTtd of s[aNP. 7d UumMWTYR aYd 

]PaP]tTYR tSP aNtuaW o]dP] of WadP]s aYd Sob tSPd a]P sSobY, I N]PatP a 

fWPcTMWP s[aNP oY NaYaas TY bSTNS tSP o]dP] of WadP]s mad dTffP] MasPd oY 

bSP]P aTPbP]s foNusPs tSPT] attPYtToY. 6s a ]PsuWt, bSTWP md [aTYtTYR 

[a]tTaWWd PmModTPs NP]taTY NSa]aNtP]TstTNs of dTRTtaW TmaRPs, suNS as STRSWd 

satu]atPd NoWo], fWatYPss, aYd smootS tPctu]P, tSP mPtSods I usP TY md bo]V 

Pc[]Pss Pc[aYdaMTWTtd, ]P[WTNaMTWTtd, aYd YoY-NoYtTYuTtd of tSP aT]tuaW dTRTtaW 

s[aNP. IY suNS maYYP] md bo]V ]PmTYds bSat Ts TYN]PasTYRWd MPTYR Wost TY 

todadks STRSWd dTRTtTePd bo]Wd. ESP oYWd bad to fuWWd a[[]PNTatP tSP totaWTtd 

of a [aTYtTYR Ts Yot Md WooVTYR at Tt as aY TmaRP oY a sN]PPY Mut Md 

Pc[P]TPYNTYR Tt as a matP]TaW oMUPNt TY s[aNP.  

KByRKMAN, 0iDiOal 3IaDB, 9ainOinD, CybBMNLacB, 2BKIBOMic -bNOMacO 3IaDB, 

:BLBOiOiKn anA VaMiaOiKn, LayBM OvBMlaL anA SPbvBMNiKn  

SOPABnO 7PIbBM, 2019-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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