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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고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 작업이 제공하는 감상 경험의 독특성을 밝히고 
영상을 수용하는 동시대 미술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적 경험의 가
능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미술관에 영상이 도입된 이래로, 미술 분야와 영화 분
야를 넘나들며 진행되어 온 이전의 논의에서 미술관 내 영상 작업은 주로 시네
마적 전통(의 연장선 또는 그에 대한 반발)이나 60년대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접근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고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감상 경험이 시네마적 경향 또는 미니멀리즘적 경향 어느 한 쪽으로 온
전히 포섭될 수 없음을 밝히고, 영상을 포함하는 동시대 미술관이 몰입과 탈몰
입의 반복으로써 긴장을 발생시키는 ‘회색지대’적 공간 경험을 산출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미술사적 전시 공간의 두 형식인 화이트큐브와 블
랙박스 각각의 특성을 살핀다. 1930년대에 현대미술을 독점적으로 수용하기 위
한 공간적 형식으로서 정립된 화이트큐브는 당대의 형식주의 모더니즘에 힘입
어 미술 외부의 요소들이 제거된 무역사성 및 무시간성의 공간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화이트큐브는 관람자의 신체를 몰아내는 데에는 실패했으며, 화이트큐브 
공간의 물질성을 부각시키고 신체로써 전시 공간을 경험하는 것에 주목하는 40
년대 전후의 실험적 작업들과 미니멀리즘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미니멀리즘은 관람자의 물질적 현전 및 관람자가 전시 
공간과 맺는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지각의 공간으로서의 화이트큐브 공간을 재
조명한다.
   6-70년대에 미술관에 영상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화이트큐브에 본격적으
로 들어온 어둠은 주변 공간에 대한 지각을 방해하고 관람자의 위치 감각에 혼
란을 주는 등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감상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상과 
어둠으로 이루어진 비디오아트의 공간은 시네마의 블랙박스 공간을 그 원형으
로 삼으며, 메를로-퐁티가 설명하는 ‘밤의 공간’은 어둠-공간으로서 블랙박스
가 제공하는 공간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메를로-퐁티는 공간 지
각의 정박을 불가능하게 하는 밤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정신분열증적 체험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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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대한 지각을 성립불가능하게 하는 어
둠의 성질을 밝힌다.  블랙박스 공간에서 어둠이 제공하는 감각적 혼란에 스크
린의 매혹이 더해지면서 관람자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물질 공간을 망각하고 
스크린 속 가상공간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공간은 흰 벽과 밝은 조명으로 이루어진 화이
트큐브의 공간도, 폐쇄된 암흑 공간으로서의 블랙박스 공간도 아니다. 90년대 
이후 프로젝션 기법이 상용화되고 영상이 설치 및 건축과 결합하면서 다수의 
동시대 미술관은 어둑어둑하게 낮은 조도, 전시 공간 곳곳에 산재하는 영상 설
치 방식, 관람자의 이동성 확보 등 두 공간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선취하는 중첩
적 전략을 취하였다. 낮은 조도와 스펙터클적 특성이 심화된 프로젝션 비디오가 
전시 공간의 물질성을 가리는 동시에 몰입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과 결합한 영상 이미지가 관람자의 신체적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공간의 물
질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본고는 이처럼 상반된 공간적 특성이 공존하는 동시대 미술관의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해 이중공간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참고한다. 세계에 대한 지
각이 신체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던 메를로-퐁티는 기하학적 공간을 넘어서는 체
험적 공간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기하학적 공간과 체험적 공간이 공존하는 공
간의 이중적 구조를 논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꿈, 정신분열증, 신화 등의 
체험적 공간과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하학적 공간은 
공존하되 서로 침투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메를로-퐁티가 설명하는 공간의 이중구조는 화이트큐브 공간에 어둠과 스크
린이 들어온 동시대 미술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상을 
수용하는 동시대 미술관은 지각을 고양하는 물질 공간으로서 화이트큐브 공간
과 외부 세계를 망각하고 스크린이라는 가상 세계로 이동하도록 하는 블랙박스 
공간이 서로 공존하면서도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회색지대’적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본고는 메를로-퐁티를 경유하여 영상을 수용한 동시대 미술관의 공간적 구
조를 분석하는 한편, 이처럼 특수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관람자의 감상 경험
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케이트 몬들로흐의 논의를 추가로 참고한다. 몬들
로흐는 스크린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분석하면서 실제 전시 공간과 스크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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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공존하는 동시에 관람자의 주의를 빼앗아오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긴장을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고는 몬들로흐의 주장을 확장하여 물질 공간과 이
미지 프로젝션으로써 창출된 가상 공간이 공존하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 전시장
에서 관람자가 ‘여기’와 ‘저기’를 빠르게 오가는 경험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회색지대로서 영상을 수용한 동시대 미술 전시 공간이 지니는 이중적 구조
를 규명함으로써 본고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 작업을 단순한 스펙터클 또는 미
술과 영화 사이의 애매한 혼종으로 치부하는 경향에 맞서 동시대 비디오 설치 
전시 공간이 제공하는 감상 경험의 독특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고는 
오늘날 영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동시대 미술 실천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하나의 길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 요 어  : 동시대 비디오 설치, 메를로-퐁티, 공간의 이중구조, 비디오 
프로젝션, 화이트큐브, 블랙박스, 회색지대,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

학    번 : 2019-24523



- iv -

목   차

서    론 ····························································································1

I. 화이트큐브 공간 ·······································································10
1. 화이트큐브 이전 ·········································································10
2. 모더니즘 미술과 화이트큐브 ···················································12
3. 미니멀리즘과 화이트큐브 ·························································21

II. 블랙박스 공간 ··········································································30
1. 어둠과 정신분열증적 공간 ·······················································32
2. 블랙박스 공간의 성격 ·······························································39
3. 어둠과 스크린 ·············································································43
4. 미술관 안으로 들어온 블랙박스 :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 50

III. 동시대 미술관의 '회색지대' ··················································55
1. 정신분열증적 공간의 침투가능성과 공간의 이중구조 ·······57
2. 프로젝션 기법의 도입과 이중구조의 심화 ···························63
   2.1 환영주의와 몰입의 강화 ··················································66
   2.2 물질성의 복귀 ····································································76
3. 이미지-공간이라는 긴장 ························································88

결    론 ··························································································96

참고문헌 ·······················································································101

도    판 ·······················································································109



- 1 -

서    론

   최근 미술에서 전시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에리카 발솜
(Erika Balsom)은 동시대 미술에서 전시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상자(mere 
container)가 아니고, 그 자체로 탐구의 대상인 메타-매체(meta-medium)라고 
주장한다.1 전시 공간의 성격이 미술 작품의 효과에 포함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화이트큐브가 등장한 1920년대부터이다. 화이트큐브는 추상회화가 주를 
이뤘던 모더니즘 미술의 시대에는 순수주의 강령의 수호자로, 미니멀리즘이 부
상한 이후에는 작품과 현상학적 관계를 맺고 맥락을 형성하는 작업의 중추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술관에 영상이 도입되고 동시대 미술에서 영상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미술 감상의 판도는 달라졌다. 할 포스터(Hal Foster)는 잡지 옥토
버(October)의 2003년 봄호에 실린 대담 ｢동시대 미술에서의 투사된 이미지
(The Projected Image in Contemporary Art)｣에서 필름과 비디오가 이제 현대 
예술의 기본 매체가 되었다고 진단한다.2 어두워진 전시 공간과 미술관 벽마다 
자리 잡은 영상은 미술의 “시네마적3 전환(cinematic turn)”이라는 용어　또한 등
장시켰다.4 특히 영상과 함께 미술관에 들어온 어둠은 주변 공간에 대한 지각의 
고양을 방해하고 영상이라는 비물질적 요소로 관람자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좌

1 Balsom, Erika. Exhibiting Cinema in Contemporary Ar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p.40.

2 Turvey, M., Foster, H., Iles, C., Baker, G., Buckingham, M., & McCall, A. "Round 
Table: The Projected Image in Contemporary Art." October, 104, 2003, p.93.

3 일반적으로 ‘cinema', 'cinematic'은 ‘영화’, ‘영화적’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간에서의 감상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표에 따라, ‘cinema'라는 단어에 포
함된 ‘영화’, ‘영화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시네마’, ‘시네마적’이
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이와 달리 원문의 ‘cinema'가 스크린 속 내용물, 즉 매체로서의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화’로 번역한다.

4 Bovier, François, and Adeena Mey, ed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JRP Ringier, 
2015, p.15. "cinematic turn"에 대한 추가적 설명으로는 Connolly(2009); 
Sprengler(2012); Balsom(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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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화와 위치화, 공간과의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했던 이전의 화이트큐브와는 완
전히 다른 성격의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술관 내 영상작업을 다루는 주요 담론은 전시 공간에서
의 경험 변화보다는 미술-영화 간 경계나 교차와 같은 매체 간 교류나 미술과 
영화 각 매체 내에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과 영화라
는 두 영역을 오가며 작업하는 작가들의 증가 및 점점 모호해지는 비엔날레와 
영화제 출품작의 경계는 이러한 담론의 형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핏차퐁 위라
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매튜 바니(Matthew Barney), 더글러스 
고든(Douglas Gordon)과 같이 미술계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작가들이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거나, 샹탈 애커만(Chantal Akerman)이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Abbas Kiarostami)와 같은 영화감독들이 미술관 전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MMCA 필름앤비디오’ 관을 개관하여 
다수의 영화제를 열었고,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팔복예술공장과의 협업
을 통해 영화제 기간 동안 설치와 무빙이미지를 함께 활용하는 작업들을 선보
이는 등 미술과 영화 간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 중 특히 미술 전시장 내 무빙이미지 실천의 경우, 주로 영화 및 필름 이
론가들에 의해 ‘갤러리영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영화로서 고찰되어 왔다. 영화와 
미술의 교차점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연구자 에리카 발솜은 90년대부터 시작된 
전시장 내 무빙이미지의 확산 현상을 “전시의 영화(cinéma d'exposition)"로 명
명하는 장-크리스토프 로유(Jean-Christophe Royoux)나, 이를 ”다른 영화
(autre cinéma)"로 지칭하는 레이몽 벨루르(Raymond Bellour)를 갤러리영화 담
론의 시초로 꼽는다.5 로유의 ‘전시의 영화’란 전시공간이라는 매체가 영화에 개
입하면서 특정한 이미지와 내러티브들의 체계이자 사회적 제도로서 영화가 갖
는 구성요소들과 관습들을 탐구하는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가리킨다.6 벨루르의 
'다른 영화’란 미술관 속 영화들이 공유하는 포스트-시네마적 이중성, 즉 전통
적인 영화 매체, 장치, 생산 양식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이것들의 역사를 환기

5 Balsom, Erika. "A Cinema in the Gallery, a Cinema in Ruins." Screen 50.4, 2009, 
pp.411-427.

6 김지훈, ｢영화적 비디오 설치작품에서 영화와 비디오의 혼종화｣, 현대미술사학회, 
Vol.39, 현대미술사학회, 2016,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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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이중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확장된 의미에서의 ‘영화의 리메이킹’ 담론
에 속한다.7 이러한 맥락에서 갤러리영화는 영화관이라는 전통적 상영환경을 탈
출하고자 하는 이전의 확장영화나 실험영화적 기획과 닿아 있다.8 프란체스코 
카세티(Francesco Casetti) 또한 최근의 영화가 영화관을 벗어나 집이나 미술 
전시장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서 재위치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술관을 영
화의 새로운 진출지로 보는 입장에 힘을 싣는다.9
   국내에서도 동시대 비디오 설치 작품들을 영화와의 연관 속에서 조명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재형(2012)은 로유, 벨루르, 발솜을 인용하며 
갤러리영화가 영화의 확장과 미술관 진출을 통해 탄생한 영화의 현재임을 말한
다. 정재형은 갤러리영화를 1960년대 확장영화 및 더 이전의 1920년대 실험영
화와 연관 짓고, 극장영화와의 대비를 통해 갤러리영화의 매체적 특수성을 조명
한다. 조선령(2013)은 초기 비디오 아트를 설명하는 로잘린드 크라우스
(Rosalind Krauss)의 ‘나르시시즘 미학’과 구별되는 동시대 비디오 아트의 시네
마적 특성을 밝히고, 영화의 재매개로서 최근의 비디오 아트가 갖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김지훈(2016)은 영화적 이미지와 내러티브가 차용되어 다양한 방식
으로 조작, 해체, 재구성됨으로써 영화와 비디오가 혼종을 이루는 최근의 비디
오 설치 작업을 ‘영화적 비디오 설치작품’으로 명명하고, 영화적 비디오 설치작
품들이 공통적으로 포스트-시네마적 조건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충동에 의해 뒷
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고전 헐리우드 영화의 푸티지
를 재활용하거나 서사, 롱테이크, 편집 등 영화적 코드 및 관습을 패러디하는 
더글러스 고든,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제인 & 루이스 윌슨(Jane & 
Louise Wilson) 등의 비디오 설치 작업을 통해 동시대 비디오 설치가 영화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해체하거나 재매개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매체적 측면에서 최근 비디오 작업을 고찰하는 일이나 개별 비디오 
작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화와 관련을 맺으며 영화 개념을 변화시키는지에 대
한 연구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고
7 Ibid.
8 정재형, ｢영화의 새로운 관람 및 영사방식｣, 영상기술연구, Vol. 16, 한국영상제작기

술학회, 2012, pp.107-108.
9 Casetti, Francesco. The Lumière Galaxy: Seven Key Words for the Cinema to Com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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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비디오 설치의 매체적 조건보다는 영상이 도입되면서 
미술관 공간 자체가 발생시키는 공간 경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미술관에 ‘들어간’ 영화에 대한 논의보다, 영화가 ‘들어온’ 미술관에 주목함으로
써 사물과 영상이 뒤섞인 공간으로서 오늘날의 미술관이 어떻게 이전과 유사하
거나 다른 공간 경험을 창출하는지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미술계에서 비디오 설치의 전시 공간에 주목하였던 이전의 논의들 중에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피터 캠퍼스(Peter 
Campus), 폴 샤리츠(Paul Sharits), 마이클 스노우(Michael Snow) 등이 선보인 
‘현상학적’ 비디오 설치의 특수한 성격에 집중하거나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동
시대 비디오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크리시 
아일즈(Chrissie Iles)는 6-70년대 비디오 설치를 “작은 규모, 흑백 비디오 이
미지, (종종) 관람자나 작가 또는 둘 다의 행위에 대한 라이브 피드백 녹화”를 
포함하며 “반(反)스펙터클적(antispectacular)이고 분석적인” 공간 경험을 창출
하는 작업 경향으로 규정한다.10 특히 1968-75년 사이에 활발했던 이러한 작
업들은 폐쇄회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람자/작가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흑백 
비디오 모니터나 유리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영사기와 같은 물리적 장치를 노출
하거나, 모니터나 스크린을 조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관람자의 몰입을 깨뜨리고 
공간과 관람자 간의 현상학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아일즈는 관람자의 참여, 운
동, 다시점, 단일 전방 스크린의 와해, 분석적이고 거리를 두는 관람 방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6-70년대 비디오 설치 작업이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접근을 
계승 및 구체화한다고 주장11하면서 6-70년대 비디오 설치와 미니멀리즘 사이
의 친연성을 옹호한다. 아일즈는 이 시기의 작업을 비디오 설치의 ‘현상학적 단
계’로 일컫는 반면, 90년대 이후 동시대 비디오 설치 작업은 ‘영화적 단계(the 
cinematic [phase])'로 명명함으로써 두 시기를 구별한다.12 
   일군의 이론가들은 6-70년대 현상학적 비디오 설치와 프로젝션의 도입으로 

10 Iles, Chrissie. "Video and Film Space." Space, Site, Intervention: Situating 
Installation Art, 2000, pp.253-254.

11 Iles, Chrissie, and Thomas Zummer. Into the Light: The Projected Image in 
American Art, 1964-1977.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01 p.33.

12 Iles, Chrissie. "Video and Film Space." Space, Site, Intervention: Situating 
Installation Art, 2000,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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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터클하고 몰입적인 성격이 강해진 90년대 이후의 작업 사이의 차이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 전자에 능동적 비판성이나 상호작용성, 후자에 수동성이라는 
관람 성격을 각각 고착시키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조슬릿(David 
Joselit)의 언급은 이러한 이론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프로젝션은 폐쇄회로 장
치의 가장 진보적인 효과인 상호작용적 관람성의 개념화를 잠식한다 … 프로젝
션은 보다 관습적인 극장 양식의 관람성을 다시 도입하는데, 이 관람성 내에서 
관객은 미디어 피드백 루프 내에 행위자로서 참여하기보다는 그 바깥에 머무르
게 된다.”13 이처럼 비디오의 매체성을 현상학적으로 활성화된 관람과 직결시키
고 프로젝션의 도입이 이전 세대 비디오 매체의 물질적 특정성으로부터 이탈적
인 관람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디오 설치의 전시 공간에 대한 하
나의 이론적 경향을 형성하였다.
   주로 이러한 주장은 2000년대 초중반 잡지 옥토버를 중심으로 펼쳐졌으
며, 앞서 언급한 2003년의 대담은 6-70년대와 90년대 이후 비디오 설치 사이
의 이분법적 구별을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타마라 트로드
(Tamara Trodd, 2011)는 아일즈가 제시하는 미니멀리즘적 패러다임이 2003년
의 대담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패러다임이 아직도 클레멘트 
그린버그식 모더니즘의 유산을 답습하기 때문에 동시대 비디오 설치에 적용하
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14 김지훈(2016) 또한 트로드를 인용하면서, 이
러한 이분법에 “매체의 물질적 특정성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깊은 불안”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15

   트로드와 김지훈의 비판은 기존 미술계에서 비디오 설치 작업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담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한다. 그러나 두 글에서도 
이미지 프로젝션을 주로 사용하는 90년대 이후의 비디오 설치 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한 그 공간에서 관람자의 경험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
13 Joselit, David. "Inside the Light Cube: Pierre Huyghe's Streamside Day Follies and 

the Rise of Video Projection", Artforum, Vol. 42, No. 7, 2004, pp.154-155. (번역은 
김지훈(2016).)

14 Trodd, Tamara. "Introduction: Theorising the Projected Image", in Screen/Space: 
The Projected Image in Contemporary Art, ed. Tamara Trodd.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1, pp.11-13.

15 김지훈, ｢영화적 비디오 설치작품에서 영화와 비디오의 혼종화｣, 현대미술사학회, 
Vol.39, 현대미술사학회, 2016,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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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이에 본고는 먼저 미술계의 
기존 논의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이분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과연 현
상학적 감상이나 관람자의 신체적 개입은 모니터와 폐쇄회로 장치를 주로 사용
하던 이전 세대 비디오 설치만의 전유물인가? 또한 프로젝션 비디오 작품을 구
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환영적이고 몰입적인 관람을 위해 설계되었던 전통적인 
시네마의 조건들과 완전히 등치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시대 비디
오 설치 공간 및 그 안에서의 감상 경험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처럼 
본고는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질문들을 토대로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간에
서의 경험을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가 프로젝션의 등장을 
기준으로 비디오 아트에 시대적 구분을 적용하고, 이전 세대 비디오 아트를 현
상학적 경험과, 이후 세대 비디오 아트를 [시네마적] 몰입과 각각 연결 지었다
면, 본고는 프로젝션을 대거 활용하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사실상 두 
가지 경험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공간의 이중구조에 대한 모리스 메
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이론을 동시대 미술관의 구조에 일차적
으로 적용한다. 먼저, 메를로-퐁티는 물질적이고 기하학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의 존재와 그러한 공간에서의 경험에 주목한 이론가이다. 본고는 
물질 공간의 영역에 온전히 포섭되지도, 그렇다고 관념의 영역에 속하지도 않는 
어둠과 영상의 공간이 메를로-퐁티가 주목하는 새로운 공간의 개념에 부합한다
고 본다. 또한, 메를로-퐁티는 단순히 새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그러한 공간이 물질 공간과 이중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계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메를로-퐁티는 꿈이나 신화적 공간의 사례를 들어 물질 공간과 
새로운 공간이 서로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중적 구조를 형
성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은 본고가 그리고 있는 동시대 미술관의 구조에 
부합한다.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물질 공간 너머에 있는 특수한 공간의 존재와 
두 공간 사이의 이중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메를로-퐁티는 어둠-영상 공간의 존재적 특수성이나 두 공간 사이의 관계
에 대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공간에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
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동시대 미
술관 공간에서 관람자가 어떠한 감상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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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케이트 몬들로흐(Kate Mondloch)의 이론을 추가로 참고하여 논의
를 보완한다. 몬들로흐는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관람자가 물질 공간으로서의 
‘여기’와 영상에 의해 열리는 가상 공간인 ‘저기’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며, 비디오 설치의 공간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여기’와 ‘저기’를 오가는 긴장의 경험이 발생하는 이중적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고는 메를로-퐁티와 몬들로흐가 그리는 공간적 구조 및 경험의 양상을 
참고하여 동시대 미술관에서의 감상 경험을 서로 경쟁하는 이중적 공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경험으로 형상화한다.
   더 나아가, 본고는 몬들로흐가 이야기하는 ‘여기’와 ‘저기’의 원형을 미술사
적 전시 공간의 두 형식인 화이트큐브와 블랙박스에서 찾음으로써 비디오 설치 
공간의 이중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간이 
제공하는 감상 경험은 모더니즘 미술과 미니멀리즘을 수용하며 밝은 시야의 확
보를 가능하게 하고 공간과의 관계맺기를 장려했던 화이트큐브의 유산과, 몰입
을 위해 스크린 바깥의 주변 공간을 망각하고 침잠하도록 하는 블랙박스의 유
산이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비디오 설치의 관람자가 스크린 공간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도, 미니멀리즘의 밝은 공간에서처럼 물질 공간과 적극적
인 관계를 맺지도 못하도록 하는 애매한 ‘회색지대(gray zone)’에 머무르게 된
다고 주장한다. 이 명칭은 완전히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실제 전시 공간의 조도
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공간의 애매한 성격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이기도 
하다. '회색지대’란 본래 지정학적 용어로, 어느 세력권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
간 지대’를 가리킨다.16 동시대 비디오 설치 전시 공간에서 블랙박스와 화이트
큐브의 공간적 특성은 서로 혼재되고 중화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

16 ‘회색지대’라는 표현의 경우 영화이론가 프란체스코 카세티와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
이 각각 영화와 미술 분야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 카세티는 영화가 극장을 벗어나 미
술관이나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 재위치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영화가 전통적 영역
(극장)과 새로운 영역(미술관 등) 사이의 ‘회색지대(gray zone)'에 진입한다고 설명한
다. (Casetti(2015), p,207)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은 퍼포먼스 아트의 맥락에서 
‘춤 전시(dance exhibition)’가 실험연극의 블랙박스와 미술관의 화이트큐브 사이의 
회색지대에 위치한다고 설명한다. (Bishop(2018), p.24.) 영화 및 퍼포먼스 분야에서 
나타난 기존의 용례에서는 주로 검정과 흰색의 중간이라는 ‘회색지대’의 1차적 의미
에 기반하여 새로운 공간의 중첩적 성질을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본고는 이 
용어가 기존에 활용되던 맥락인 지정학적 긴장상태의 의미까지도 포괄하여 동시대 미
술관의 구조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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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 있는데, 본고는 ‘회색지대’라는 정치적 용어의 함의가 이러한 긴장을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채택하였다. 본고는 블랙박스와 화이트큐브
의 결합으로 탄생한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회색지대가 제공하는 감상 경험의 
독특성과 특수성을 탐구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Ⅰ장에서는 20
세기 초 모더니즘 미술의 등장과 함께 지배적 전시 형식으로 정립된 화이트큐
브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다. 모더니즘 미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미니멀리즘 모
두 화이트큐브 공간을 배경으로 하였으나, 공간과 관련하여 두 미술이 목적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다. Ⅰ장에서는 모더니즘 회화와 미니멀리즘을 둘러싼 여러 담
론들을 통해 화이트큐브 공간의 특수성을 밝힌 뒤, 공간의 특성이 모더니즘 미
술과 미니멀리즘 각각에서 어떠한 감상 경험을 이끌어냈는지 비교한다. 
   Ⅱ장에서는 메를로-퐁티의 공간론을 경유하여 폐쇄된 어둠-공간으로서의 
블랙박스가 제공하는 감상 경험의 성격을 알아본다. 메를로-퐁티는 객관적 공
간에 치우쳐진 전통적 공간론을 비판하면서 개별 주체에 의한 체험적 공간 경
험을 중시하였다. 본고는 이 장에서 메를로-퐁티가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
간성 중 밤의 공간성에 주목하고, 메를로-퐁티가 민코프스키를 따라 밤의 공간
에서의 경험을 정신분열증적 체험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명한다. 본고는 밤의 공간과 정신분열증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블랙박
스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큰 틀로 삼고, 블랙박스 공간을 구성하는 두 요소로서 
어둠과 스크린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온 블랙박스 미술로서의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성격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정신분열적 공간의 침투성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심화된 공간론
을 바탕으로,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공간의 이중구조를 동시대 미술관의 구
조에 적용한다. 본고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에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인 프로젝
션의 도입에 주목한 뒤, 프로젝션 기술을 위시한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발전 과
정이 화이트큐브적 공간과 블랙박스적 공간 사이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방
향을 향한다고 주장한다. 동시대 비디오 설치에서 두 상반된 공간적 특성은 서
로 긴장을 이루며, 본고는 이 긴장에 착안하여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공간을 
‘회색지대’로 명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동시대 미술관의 ‘회색지대’ 
내에서의 관람 경험이 2차원 이미지와 3차원 공간 사이, 비물질과 물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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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과 지각적 고양 사이의 독특한 긴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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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이트큐브 공간

 

   ‘현대미술(modern art)'의 역사는 많은 경우 화이트큐브 갤러리 공간의 역사
와 등치된다. ‘화이트큐브’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 아무런 장식 없는 
흰 벽, 천장 조명을 갖춘 특정 갤러리 형식17을 가리킨다. 화이트큐브는 1930년
대 뉴욕현대미술관(이하 MoMA)의 초대관장이었던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 
Jr.)에 의해 완결된 형식으로 정립된 이래로 현재까지도 미술관의 지배적 전시 
형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대미술관에서 화이트큐브 형태가 차지하는 압도
적인 점유율과 지위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술사적으로 화이
트큐브는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이 아닌 특정한 역사적 필요에 의해 개발된 형
식이자 당시 대두된 이론의 흐름과 부합하여 성공적으로 남은 형식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화이트큐브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후 모
더니즘 미술과 미니멀리즘을 거치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변모해가고 어떠한 유
산을 남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화이트큐브 이전

   미술관/박물관으로서 ‘뮤지엄’의 초기 형태는 전리품이나 조각 등을 전시하
던 고대 로마 광장이나 성물을 전시하던 중세 교회와 같이 수집품을 보관 및 
전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공간들의 주기능은 수
집과 보관이었으며, 전시는 부차적 행사였고 대중적 접근성 또한 높지 않았다. 
대중의 관람이나 교육을 위한 대중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근대적 뮤지엄은 

17 테이트 예술용어사전, "white cube",                                          
online; https://www.tate.org.uk/art/art-terms/w/white-cube (2020년 12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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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유럽에서 영국박물관(1759)이나 루브르 박물관(1793) 등 주요 기
관들의 개관을 필두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근대적 뮤지엄은 당시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제국주의, 민주주의, 계몽주의 등 다양한 이데
올로기를 수용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이었다. 특히 계몽주의는 수집 중심의 박물
관적 성격이 제거되고 미술 전시 기능에 특화된 미술관이 출현하는 데에 중요
한 영향을 미쳤다.18

   당시 미술관들이 공통적으로 택했던 전시 방식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파리 살롱처럼 작품을 빽빽하고 대칭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었다.[도판1] 여러 점의 작품을 빼곡히 전시하는 방식은 감식가들로 하여금 개
별 작품들의 양식을 더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19세기
에 점차 미술관의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방문 관람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
였고19, 공간의 혼잡화와 더불어 혼란스러운 전시 방식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
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는 1881-82년 무렵 미술관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방대한 규모의 전시가 생성해내는 일반적인 정신상태는 발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는 느낌과 함께 엄습하는 당혹스러움과 모호함으로 특징지어진다
.”20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당시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디렉터였던 찰스 이스트
레이크(Charles Eastlake)는 전시 작품 수를 대폭 줄이고 작품을 한 점씩 관람
자의 눈높이에 맞춰 걸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갑자기 전시장 벽이 비
워지면서 벽의 고유한 색이 드러나고, 벽의 색이 처음으로 감상 경험과 관련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스트레이크는 이전의 올리브 그린 벽에 붉은 색을 새

18 Rodini, Elizabeth. "A Brief History of the Art Museum", 2018, online: 
https://www.khanacademy.org/humanities/approaches-to-art-history/tools-for-u
nderstanding-museums/museums-in-history/a/a-brief-history-of-the-art-mu
seum-edit (2021년 3월 9일 접속)

19 대표적으로 1857년 런던 서부 켄싱턴 미술관(現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의 연간 
방문자 수는 456,000명이었으나, 불과 13년 뒤인 1870년 켄싱턴 미술관의 연간 방
문자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 Cain, Abigail. "How the White Cube Came to Dominate the Art World", 2017, Artsy, 
online: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white-cube-dominate-art 
(2021년 4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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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칠하였는데, 이는 당대 최신의 감각생리학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액자의 금
박 및 주로 차가운 색 계열로 이루어진 작품들의 색조와의 조화를 고려한 결과
였다.21 감상에 최적화된 단색의 벽과 전시장 벽을 가로질러 일렬로 배열된 작
품은 살롱 시대와의 결별 및 현대적 전시장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
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미술관에서도 유사한 시도들이 산
발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00년대 초반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전시장 천
장에서 바닥까지 꽉 채우던 기존의 전시 방식을 버리고 벽을 가로지르는 두 개
의 행에만 작품을 걸었으며, 당시 새로 생기고 있던 미술관들에서 흔히 택하던 
전시장 벽의 다채로운 채색 대신 옅은 회갈색이나 채도가 낮은 연두색으로 벽
의 색을 통일하는 방안을 택하였다.[도판2] 독일에서도 당대 유행하던 바우하
우스 인테리어 양식에 영향을 받은 미술관들이 전시장 벽을 흰색으로 칠하는 
일이 많아졌다.22 이 무렵의 미술관들은 점차 소장품으로 구성된 상설전을 중심
으로 운영되던 체제에서 기획전 위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었고, 어느 전시에도 
잘 어울리는 흰 벽의 중립성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도와주는 특성으로 여겨
졌다. 이처럼 곳곳에서 여러 미술관들이 점차 화이트큐브의 특질들을 하나씩 갖
추어가고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실험에 가까웠다.

2. 모더니즘 미술과 화이트큐브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몇몇 미술관에서 미술관이 살롱 형태를 벗어나 지
금과 같은 전시 형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듯한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화이트큐브가 하나의 전시 형태로서 완성되고 정립된 것은 1930년대의 일로, 
MoMA의 초대관장이었던 알프레드 바의 업적이다.23 MoMA는 ‘현대미술만을 

21 Klonk, Charlotte. Spaces of Experience: Art Gallery Interiors from 1800 to 2000. 
Yale University Press, 2009, pp.30-32.

22 Ibid.,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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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미술관’을 천명한 최초의 미술관으로24, 바는 MoMA가 개관한 1929년부
터 관장으로 부임하여 미술관의 체제를 세우고 기틀을 닦았다. 1927-28년 유
럽 여행을 통해 현지 아방가르드 미술을 직접 경험한 바는 유럽 미술의 모더니
즘을 미국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였다. ‘새로운 미술’에 대한 바와 미술관 경영진
의 열망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미술관 디자인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39
년 미술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장식의 부재, 기계적인 단순성, 삭막함, 극도
의 무결함(cleanliness)과 같은 건물의 특성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25

   바가 미술관 공간을 구성할 때 중시했던 원칙은 그가 유럽 모더니즘 건축으
로부터 받은 영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927년 유럽에서 바는 바우하우스를 
방문하였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가 미국으로 돌아와 모더니즘의 구조와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바우하우스는 초기 MoMA와 MoMA가 표
방한 형식주의 미학의 모델이 되었다.26 시각적 순수성의 추구 및 장식적 요소
들의 제한, 실용적이고 연역적인 공간 배치, 다수의 부서들로 조직된 구조
(multi-departmental structure)와 같은 바우하우스적 요소들을 MoMA의 내외
부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는 미술관 공간 디자인뿐 아니라 개관 후 열린 
일련의 전시에도 바우하우스가 미친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우하우스 철학이 미술관 체제 전반을 구축하는데 수행한 역할을 
강조한다.27

   바의 관심은 바우하우스뿐 아니라 유럽 모더니즘 건축 전반을 향하였다. 바
는 건축학자 헨리-러셀 히치콕(Henry-Russell Hitchcock)과 교류하고 르 코르
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에 매혹되었다.28 새로운 건축에 대한 그의 관심은 

23 Birkett, Whitney B. "To Infinity and Beyond: A Critique of the Aesthetic White 
Cube", M.A. Thesis, Seton Hall University, 2012, p.20.

24 Grunenberg, Christoph. "The Politics of Presenta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rt Apart: Art Institutions and Ideology Across England and North 
America, ed. Marcia Point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192.

25 Ibid., p.200.
26 Kantor, Sybil Gordon. Alfred H. Barr, Jr. and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Museum 

of Modern Art. MIT Press, 2002, p.155.
27 Grunenberg, Christoph. "The Politics of Presenta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rt Apart: Art Institutions and Ideology Across England and North 
America, ed. Marcia Point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194.

28 Kantor, Sybil Gordon. Alfred H. Barr, Jr. and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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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A 내 건축 부서의 설립과 함께 1932년 MoMA에서 열린 건축 전시 《국
제적 양식(International Style)》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마크 위글리(Mark Wigley)는 ‘현대 건축(modern architecture)’의 정체성이 
표면의 순백성(whiteness)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29 현대 건축으
로 불리는 수많은 건물 사이에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 ‘흰 벽’이라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글리에 따르면, 
현대 건축의 흰 벽은 주로 ‘중립적인’, ‘순수한’, ‘고요한’, ‘공백의’ 등과 같이 무
비판적으로 담론 내부를 떠돌던 수식어들과 자연스럽게 결부되면서 비가시화된 
대상으로 존재했으나, 사실상 중립적이거나 고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무언가를 
말하는(speaks volume)” 요소이다.30 
   ‘현대 건축’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는 1927년 슈투트가르트의 바이센호프 주
택단지(Weissenhofsiedlung)의 구축과 함께 정립되었다. 이 주택단지는 같은 
해 열린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전시회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미
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와 르 코르뷔지에를 비롯한 16인의 건축가
가 건축에 참여하였다. 건축가들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집을 지었으나, 공통적으
로 ‘평평한 지붕’과 ‘흰 외벽’이라는 두 개의 제약조건을 준수해야 했다. 위글리
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흰 벽에 의해 확보되는 일관성이 현대 건축을 대표하
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찍은 사진들이 퍼져나가면
서 현대 건축을 흰색과 결부시키는 생각이 국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고 주장한
다.31 실제로 프로젝트의 주요 멤버였던 르 코르뷔지에는 현대 건축이 하얗다는 
점에서만 현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흰 벽과 건축의 현대성을 동일시하였다.32 
아무런 장식 없는 흰 벽의 순수성은 곧 무결함이며, 모더니즘적 무결함의 근원
은 ‘모든 재현적 텍스쳐의 삭제(cleansed of all representational texture)'에 있
다.33 즉, 흰 벽은 작품 외부에서 유래하는 모든 장식적 맥락을 제거하고 실용

of Modern Art. MIT Press, 2002, pp.242-250.
29 Wigley, Mark. White Walls, Designer Dresses: The Fashioning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2001, p.xiv.
30 Ibid.
31 Ibid.
32 Ibid., p.2.
33 Ibid.,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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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능만이 남은 ‘깨끗한’ 모더니즘적 이상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흰 벽은 
장식이 제거된 뒤에 남은 수동적 중립성이 아닌, 적극적 ‘지우기’의 메커니즘을 
표상한다.34

   이와 같은 모더니즘 미학의 패러다임이 개별 작품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제
시 방식에까지 침투한 결과 화이트큐브 갤러리가 탄생하였다.35 장식 없는 흰 
벽과 단정한 바닥,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되어 거의 비어 있는 내부, 작품을 부
각시키는 은은한 백색조명과 같은 화이트큐브의 모든 형식적 요소들은 여타의 
잡다한 미술 바깥의 요소를 지우고 ‘작품 보여주기’의 기능에만 최적화된 제시
방식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화이트큐브 형식이 본격적으로 정립된 것은 1936년 
알프레드 바가 기획한 《큐비즘과 추상미술(Cubism and Abstract Art)》 전시
에서였다. 이 전시에서 벽과 천장은 전부 하얗게 칠해졌고 고정되어 있던 장식
용 조명은 단순화되었으며, 나무 바닥이 드러나고 작품들은 띄엄띄엄 걸렸다.
[도판3] 작품들은 미술사적 내러티브에 따라 배열되었고, 이러한 배열에는 어
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맥락도 개입하지 않았다. 바는 시각적 산만함이 최대
한 제거되고 오직 개별 작품의 시각적 영향만이 부각되기를 바랐다. 화이트큐브 
공간을 구성하는 중립적인 벽, 통제된 조명, 장식의 부재와 같은 요소들은 작품
을 그들만의 세계에 고립시키고 현실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승격시켰다.36

   역사적으로 서구 미술관이 제국주의와 계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수집과 전
시의 장소로 기능해왔음을 고려하면, 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미술관에 자리 잡은 
화이트큐브는 미술과 미술가들을 역사의 보수적 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37 그리고 화이트큐브 공간의 이러
한 특성은 당시 미국에서 부상하고 있던 형식주의 모더니즘(Modernism) 미술

34 Ibid., p.8.
35 Grunenberg, Christoph. "The Politics of Presenta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rt Apart: Art Institutions and Ideology Across England and North 
America, ed. Marcia Point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205.

36 Cain, Abigail. "How the White Cube Came to Dominate the Art World", 2017, Artsy, 
online: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white-cube-dominate-art

  (2021년 4월 12일 접속)
37 Rodini, Elizabeth. "A Brief History of the Art Museum", 2018, online; 

https://smarthistory.org/a-brief-history-of-the-art-museum/ (2021년 1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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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와 일맥상통하였다. 미국 미술에서 ‘아방가르드’로서 모더니즘에 대한 논
의는 정치적 관료주의로부터 예술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트로
츠키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 클레멘트 그린버그
(Clement Greenberg)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 모더니즘 이론은 ‘예술을 위한 
예술’과 순수주의의 기치 하에 추상 양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므로 처음에 부르
주아 문명 및 고급 예술의 초월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유럽의 아방가르드가 예
술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이라는 환상을 분쇄하려는 기획에 가까웠다면, 미국적 
아방가르드는 스탈린주의라는 특수한 맥락 하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강령으
로 인한 예술의 선전도구화를 비판하고 예술의 자율성과 추상을 전면에 내세우
면서 유럽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38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현대미
술은 한층 더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었고, 이러한 특성은 비슷한 시기 확립된 
화이트큐브 전시 공간의 무결함과 결합되어 당시 미국 미술계에서 형식주의 모
더니즘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MoMA를 비롯한 미국 미술계의 화두는 유럽에서 시작된 모더니즘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 무렵 점차 확립되기 시작한 화이트큐브 전시 
체제와 그린버그 형식주의 미술론의 합작은 이러한 기획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크리스토프 그루넨버그(Christoph Grunenberg)는 화이트큐브 형식의 개발이 이
전 유럽에서의 모더니즘과 흔히 결부되었던 데카당스, 광기, 퇴폐, 여성적 경박
함(feminine frivolity) 등의 특질들로부터 현대미술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모더
니즘 형식주의 미학에 원래 내재해있었던 남성성과 권위주의적 성질을 드러내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39 당시 MoMA는 유럽 모더니즘이 
고수하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제들을 미국의 자본주의 체계와 조화시키는 
일에 골몰해 있었는데, 화이트큐브로 규격화된 전시 공간은 모더니즘 미술이 충
분히 사회 질서를 흩뜨리지 않고도 ‘생산 경제의 남성적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40 또한 화이트큐브의 장식 없는 단순함은 미국 청교도의 

38 조주연, ｢유럽 모더니즘의 수용과 변질: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미술론｣, 서양미술사학
회논문집, Vol.19, 서양미술사학회, 2003, pp.42-45.

39 Grunenberg, Christoph. "The Politics of Presenta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rt Apart: Art Institutions and Ideology Across England and North 
America, ed. Marcia Point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205.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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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주의에 부합하면서 기존의 미국 사회가 순수미술(fine arts) 자체에 대해 
고수해오던 청교도적 불신의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41

   그러나 화이트큐브의 배타적 성격은 점차 미술계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키워갔다. 1976년 브라이언 오 도허티(Brian O'Doherty)는 아트포럼
(Artforum)지에 기고한 글들을 엮어 화이트큐브 안에서: 갤러리 공간의 이데
올로기(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를 출판하였
다. 오 도허티는 이 책에서 ‘그림자가 없는 하얗고 깨끗한 인공적 공간’을 20세
기 미술을 대표하는 전형적 이미지로 꼽으며42, 화이트큐브의 무결함, 격리성, 
폐쇄성, 성스러움이 순수미술을 표방하는 모더니즘 미술의 강령을 공고히 하는 
데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오 도허티에 따르면, 흰 벽이 표방하는 
중립성이란 허상에 불과하고, 화이트큐브의 기능은 예술과 외부 세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예술을 자기만의 세계에 격리시키는 것이다. 더글러스 크림프
(Douglas Crimp) 또한 유사한 입장에서, “예술의 현대적 인식론이란 예술을 미
술관에 격리시키는 기능이며, 미술관 안에서 예술은 자율적이고, 고립되고, 동
떨어진 무언가, 자기 내부의 역사와 역동(dynamics)만을 이야기하는 무언가로 
나타난다.”라고 하였다.43 이로써 화이트큐브는 예술이 순수한 관념의 영역에 제
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진공상태(ideological vacuum)’를 형성한다.44 
   역사나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화이트큐브는 ‘무시간성
(timelessness)'의 아우라를 획득하게 된다. 화이트큐브 안에서 시간과 장소의 
맥락이나 특정성은 전부 소거되고, 작품은 매일같이 깨끗하게 보존되므로 이 공
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공간이 된다. 오 도허티는 미술이 전시(display)
라는 일종의 영원성 안에 존재하며, 근대나 현대와 같은 ‘시대(period)'는 존재
할지 몰라도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 도허티에게 이러한 영원성
은 지옥과 천국 사이의 ‘연옥(limbo)'으로 형상화된다.45 화이트큐브가 종종 '무
41 Ibid.
42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15.
43 Douglas Crimp, On the Museum's Ruins, Cambridge: MIT Press, 1993, p.13.
44 Grunenberg, Christoph. "The Politics of Presenta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rt Apart: Art Institutions and Ideology Across England and North 
America, ed. Marcia Point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206.

45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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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tomb)' 또는 '금고(treasury)'에 비유되는 것 또한 이러한 무시간성에 기인
한다.46

   그리고 화이트큐브의 무시간성에 대한 발견은 화이트큐브가 관람자의 신체
마저도 전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침입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주장으
로 이어진다. 오 도허티는 화이트큐브에서 눈과 정신은 환영받지만, 공간을 점
유하는 신체는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이란 형식적인 시
각적 수단들과만 배타적 관계를 맺는 탈체현된 기관을 의미하며, 관람자는 눈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희미해진 존재일 뿐이다.47 
그루넨버그 또한 초기 화이트큐브가 모더니즘을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공간
에 ‘관조적 지각(contemplative perception)'만을 남긴다고 지적한다.48 실제로 
그린버그를 중심으로 한 미국 형식주의 모더니즘 미술이론의 초점은 주로 회화
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린버그에게 회화는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었다. 그린버
그는 전통적 재현 회화가 창출하는 공간감의 환영을 대체하는 모더니즘 회화의 
‘순수시각적 환영’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론이 갖는 시각중심적 특성을 강조한
다. 

이제 그 환영은 엄밀히 그림의 3차원, 즉 엄밀히 순수시각적인(optical) 3
차원일 뿐이다. 옛 거장들은 관객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의 환영을 창조했으나, 모더니스트가 창조한 환영은 관객이 
바라볼 수만 있는, 즉 오직 눈으로만 여행할 수 있는 환영이다.49 

   그린버그는 전통적 회화의 사실주의적 3차원, 조각적-촉각적 환영과 모더니
즘 회화의 순수시각적 환영을 대비시킨다. 순수시각적 환영이란 사실주의적 환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15.
46 Sheikh, Simon. "Positively White Cube Revisited." E-flux Journal. 3, 2009.
47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9.
48 Grunenberg, Christoph. "The Politics of Presenta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rt Apart: Art Institutions and Ideology Across England and North 
America, ed. Marcia Point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206.

49 클레멘트 그린버그, 조주연 역, ｢모더니즘 회화｣, 예술과 문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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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달리 화면의 불투과성을 강조하는 환영이며, 그림의 공간 속으로 진입하는 
상상을 차단하는 환영이므로50 평면성을 회화의 고유 가치로 내세운 모더니즘 
회화의 환영이다. 이처럼 모더니즘 회화의 감상은 관람자의 신체를 요하지 않는 
시각적이고 정신적인 감상이었으며, 작품 외적 맥락과 시공간적 특수성을 제거
하고자 하는 화이트큐브 공간의 목표는 모더니즘 회화의 배타성과 잘 맞물렸다.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 도허티는 화이트큐브 갤러리를 제유하는 이미지로 인
물 없이 찍힌 전시 전경 사진의 전형을 언급한다. 화이트큐브를 대표하는 이미
지에서 [물질 존재로서의] 관람자는 삭제되어 있고, 공간에 "없는 채로 있다(be 
there without being there)."51 
   화이트큐브의 흰 벽이 역사적 맥락을 지우고 개별 작품들에 영원성을 부과
한다는 오 도허티 등 이론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화이트
큐브의 무역사성 및 무시간성에서부터 관람자 신체의 축출로까지 나아가는 연
결고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화이트큐브 공간
은 정말로 관람자의 신체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을까? 다시 말해, 화이트큐브의 
관람자는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자신의 신체와 공간이 제공하는 현상학적 지각
의 가능성을 망각하고 오로지 눈과 정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을까? 다음의 세 
작업은 화이트큐브 형식을 구성하는 특정 요소에 각각 변형을 가함으로써 전시 
공간 자체에 대한 신체적 체험의 가능성을 대두시킨다. 
   첫 번째로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의 <메르츠바우
(Merzbau)>(1923-44)[도판4]는 버려진 잡동사니를 활용하여 조형하는 슈비
터스의 폐품 작업이 건축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판자나 
잡동사니로 만든 기둥 등으로 구성된 방의 형태를 하고 있다. 슈비터스는 하노
버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다양한 구조물을 조성한 뒤, 구조물 여러 개를 하
나로 묶고 회반죽과 흰색으로 칠해진 나무판 외피로 구조물의 표면을 덮어 독
특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메르츠바우>는 흰색의 벽으로 이루어진 닫힌 공간이
라는 점에서 일종의 ‘화이트큐브’이지만, 메르츠바우의 가변성과 '기능 장애적’ 
특성은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표방하는 후기 바우하우스의 건축관과 대조될52 

50 조주연, 현대미술 강의: 순수 미술의 탄생과 죽음, 글항아리, 2017, p.165.
51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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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관람자에게 특수한 신체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로 프레데
릭 키슬러(Frederick J. Kiesler)가 1942년 뉴욕 페기 구겐하임 갤러리에서 선
보인 《금세기 미술(Art of this Century)》 전시[도판5]가 있다. 키슬러는 회화
나 조각 등의 예술작품이 독립된 전체가 아니며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감상되어야 한다고 믿는 ‘상호현실주의(correalism)'를 주창하였으며, 독특한 
전시 공간 구성을 통해 이를 보이고자 하였다.53 이 전시에서 키슬러는 각진 벽 
대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벽을 활용하고 작품을 벽으로부터 띄워 전시함으
로써 새로운 공간감을 창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은 설치 작업 <16마일의 실(Sixteen Miles of String)>(1942)[도판6]에서 약 
26킬로미터 길이의 실로 전시 공간 전체를 거미줄처럼 휘감아 채웠다. 작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다시피 하면서 공간을 가로지르는 실은 오히려 전시된 작품 
자체보다도 전시 공간의 물질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었다.
   위의 세 작업은 공통적으로 화이트큐브의 등장으로 인해 ‘중립적 배경’으로
서 점차 비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이던 전시 공간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시 
공간을 물질성을 지닌 신체로써 경험하는 일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전시장 안에 
신체가 항상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다. 비록 위의 작업들은 변형된 
화이트큐브 또는 ‘화이트큐브’의 전형으로 불리기에는 불충분한 전시 공간의 형
태를 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모더니즘 회화의 화이트큐브 전시장에서도 이는 크
게 다르지 않다. 관람자는 작품을 ‘시각적으로 관조’하는 동시에 벽, 기둥, 다른 
관람자와 같은 물리적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해 다녀야 하며, 물질 공간의 구조
를 감안하여 관람 동선을 짜야 한다. 작품을 보는 순서 또한 이러한 동선에 절
대적으로 구애받는다. 전시 관람의 전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은 관람자의 두 발
의 움직임이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시각적이고 정신적인 관람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며, 다음 작품을 보기 위해 걸어 이동하거나 다음 전시장으로 가기 위
해 계단을 내려가는 등 공간과 관련된 반복적인 신체 활동이 그 사이사이를 메
운다.

52 강기정, ｢쿠르트 슈비터스의 메르츠에 나타난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표상｣, 미학예
술학연구, Vol.45, 한국미학예술학회, 2015, p.128.

53 이성연·최익서, ｢프레데릭 J. 키슬러 전시공간의 상호현실주의, 바이오테크닉 특성 연
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5,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p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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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큐브는 분
명 미술의 전시 공간에서 미술 외적 이데올로기나 역사적 맥락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화이트큐브가 관람자의 신체까지 완전히 제거
하는 데에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작품에 대한 감상은 언제나 전시 공
간의 구조 또는 환경적 맥락과 분리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듯하다. 즉 그린버그
가 관념적으로 상정한 ‘모더니즘 회화’의 관람자는 눈과 정신으로 환원될 수 있
을지 모르나, 실제 ‘화이트큐브’ 내의 관람자는 그럴 수 없다. 슈비터스, 키슬러, 
뒤샹의 작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작품이 공
간 또는 관람자와 맺는 현상학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
한 것은 1960년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에서부터였다. 다음 절에서는 미니멀리
즘이 어떻게 전시 공간과 맺는 신체적 관계를 미술 감상경험의 범주 안으로 들
여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3. 미니멀리즘과 화이트큐브

   1963년 뉴욕의 그린 갤러리에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는 회색 합판
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직육면체들을 전시하였다. 미술관에 예술 작품 대신 제목
도 작품 설명도 없는 직육면체들을 늘어놓은 모리스의 전시는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63년에서 1965년 사이 뉴욕에 기반을 둔 일군의 작가들이 하
나둘씩 3차원 작업을 전시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자,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작업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ABC 미술(ABC Art)', 
'1차 구조물(Primary Structures), '리터럴리즘(Literalism)' 등 다양한 명명이 
뒤를 이었다. 1965년 리처드 월하임(Richard Wollheim)이 에세이 <미니멀 아
트(Minimal Art)>를 출판한 이후 ‘미니멀리즘(Minimalism)'이 새로운 미술의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미니멀리즘 작업은 보통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와 같이 단
순한 형태들 또는 형태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산업적인 재료로 제작
되었고, 좌대도 없이 전시장 바닥에 그대로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모더니즘 회화에서 관람자는 시각을 통해 작품을 관조하는 주체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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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그러나 작품 자체의 형식적 요소가 최소화된 미니멀리즘에서 관람자
의 역할과 감상 경험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린버그 등에 의해 이루어진 모더니
즘 회화의 비평이 주로 작품 내부의 형식적 요소들에 주목하는 형식주의 비평
의 경향을 따랐던 것과 달리, 미니멀리즘에 대한 수용과 비평은 형식주의적 관
점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 작품 내부의 구조나 형식이 비어있
었기 때문에, 관람자는 작품을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미니멀리즘 작품은 작품이 놓여 있는 위치나 작품이 벽, 천장, 바닥 등과 같은 
전시 공간의 여러 요소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각되므로, 미니멀리즘 미술에 와
서 관람자가 작품 및 전시 공간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미니멀리즘 미술은 미술을 몸과 감각을 통한 경험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관
객의 현전을 요구함으로써 미술의 경험을 눈과 시각에 한정짓는 종래의 담론에
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 새로운 미술의 탄생 배경에는 당시 뉴욕의 미술가와 
이론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메를로-퐁티의 지각 이론이 있다. 아넷 미켈슨
(Annette Michelson)이 1960년대 중반 파리에서 메를로-퐁티의 강의를 듣고 
처음 활자화된 형태로 그의 이론을 언급한 이래로54, 로잘린드 크라우스
(Rosalind Krauss),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 등의 이론가와 로버트 모리
스,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등의 작가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탐구하였
다. 이중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모더니즘 논리의 강화에 활용하고자 했던 프리
드를 제외하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참고한 이들 대부분은 그린버그가 모
더니즘 미술의 전제로 정당화했던 ‘시각성’이 수명을 다했다는 판단을 공유하였
으며, 지각을 추상적인 눈으로 환원될 수 없는 체현된(embodied) 주체의 활동
으로 이해하는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그 대안으로 삼았다.55 정작 메를로-퐁티
의 관심 분야는 회화였으나56, 당시 미국의 미술가와 이론가 사이에는 회화가 
54 마크 A 치담 외,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해체주의에서 퀴어이론까지, 조선령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 p.199.
55 Ibid.
56 메를로-퐁티는 회화에 대한 세 편의 글(｢세잔의 회의｣(1945), ｢간접적인 언어와 침

묵의 목소리｣(1952), ｢눈과 정신｣(1960))을 썼다. 메를로-퐁티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에 끝없이 자리를 바꾸는 봄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화가가 그러한 봄을 몸
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인 회화는 우리와 세계의 지각적 접촉을 가장 잘 드러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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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로 하여금 세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도록 매개(mediate)하는 소진된 매
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1962년 영역된 지각의 현상학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henomenology of Perception)과 1964년 
영역된 지각의 우선성(Le Primat de la Perception, The Primacy of Perception)
은 모두 미니멀리즘 조각이 제공하는 새로운 미적 경험을 이론화하는 데 활용
되었다.57

   메를로-퐁티의 영향으로 세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현된 지각에 주목하게 
된 미니멀리즘 작가 및 이론가들은 관람자의 신체와 작품 및 공간이 맺는 관계
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미니멀리즘 작품은 작품과 전시 공간이 맺는 물리적이
고 현상학적인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게 함으로써 작품을 지각하는 관람자 자신
의 지각 과정을 반추하고 공간에 대한 지각을 고양한다.58 이때 고양된 지각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요소란 전시장의 비례, 공간, 높이, 폭, 색, 조명 등과 같은 
물질적 요소이다. 이전까지 전시 공간이란 작품이 걸려 있는 배경에 불과하며 
작품 감상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에 와서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건축 요소들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이들 
각각에 대한 언급이 미술 비평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주로 철이나 합판과 같은 산업적인 재료를 활용하고 직육면체와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미니멀리즘 작품은 건축의 존재를 단순히 상기시키
는 정도를 넘어서서 건축 자체와 유비되기도 하였다. 마틴 프리드먼(Martin 
Friedman)은 모리스의 작품을 문틀, 기둥, 제단 등에 비유하였으며, 1966년 휘
트니 연례전에 출품된 저드의 작품은 ‘직사각형 사무실 창문 프레임’에 비유되
었다.59 크라우스 또한 일렬로 배치된 미니멀리즘 작품들로부터 열을 지어 늘어
선 고전기와 르네상스 건축의 돌기둥을 떠올렸고, 루시 리파드(Lucy Lippard)는 
솔 르윗(Sol LeWitt)과 토니 스미스(Tony Smith)의 작업을 문틀이나 침대와 
같은 가구 또는 건축과 비교하였다.60 
   미니멀리즘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과의 유비는 이전에 화이트큐브 
57 Bishop, Claire. Installation Art. Tate, 2005, p.50.
58 Ibid., p.55.
59 Colpitt, Frances. Minimal Art: The Critical Perspective. Vol.2. Ann Arbor: UMI 

Research Press, 1990, p.80.
60 Ibid.,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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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점유했던 모더니즘 회화와 완전히 달라진 작품-공간 간 관계를 시사한
다.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에서 모더니즘 회화는 순전히 작품 내적인 요소들
로만 관람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린버그는 감상 경험의 범위를 액자 안으로 제
한하기 위해 시각성을 강조하는 것을 택했다. 모더니즘 회화가 걸려 있던 화이
트큐브는 순백의 ‘무결함’으로 미술 외적 맥락을 축출한다는 점에서는 모더니즘 
회화의 지향점에 부합하였으나, 화이트큐브 안에서 일어나는 감상 경험은 필연
적으로 신체의 움직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신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 공
간 안에 늘 존재하였으나 비가시화되었던 관람자의 신체는 미니멀리즘에 와서 
감상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측면은 작품이 건축화되는 지점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품은 더이상 관조의 대상이 아닌, 건축처럼 신체로
써 체험하는 대상이 되었다. 
   프랜시스 콜핏(Frances Colpitt)은 건축과의 이러한 유비가 다시 실제 공간
에 대한 새로운 주목을 이끌어내고 공간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내었다고 지적한
다.61 작품이 전시 공간에 개입하고 건축 또는 공간 자체가 되면서, 미니멀리즘 
작업은 점차 ‘환경적(environmental)'인 것으로 묘사되기 시작하였다. 이 단어는 
리파드가 1964년 저드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전시에 대한 리뷰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이론가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리파드는 “관람자를 
둘러싸고 신체적 참여의 감각을 고양하며 작품에 대한 즉각적 감각 반응을 일
으키는” 작품을 ‘환경적’인 것으로 묘사하였고, 이후 이론가들은 관람자를 물리
적으로 연루시키는 미니멀리즘 작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
였다.62

   비록 정작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환경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가워하지 않았으
나63, 이들은 갤러리 공간의 세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작업들을 지속적

61 Ibid., p.81. 
62 Ibid., p.82.
63 당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환경적 조각’ 등으로 부르는 것을 적극 

반대하였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모리스는 ｢조각에 관한 소고(Notes on Sculpture)｣에
서 “전시장 공간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환경적 상황의 정립을 뜻하는 것
은 아니다(That the space of the room becomes of such importance does not mean 
that an environmental situation is being established)."라고 단언함으로써 자신의 작업
을 ‘환경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반발하였다. (Morris(1966), p.233.)  콜핏(1990, 
p.83)과 비숍(2005, p.55)에 따르면, 이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당시 부상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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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작하였다. 이들은 공간의 바닥, 벽, 천장, 모서리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
들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칼 안드레(Carl Andre)는 조각을 완전히 낮게 
눕히는 방식으로 바닥의 평평함을 모방하였으며[도판7], 저드는 벽의 모양을 
그대로 타고 조각을 부조처럼 붙였다[도판8]. 모리스의 <구름(Cloud)>[도판9]
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댄 플래빈(Dan Flavin)의 형광등[도판10]은 주로 모
서리에 설치되었다.64 이처럼 미니멀리즘 작품은 작품 내부를 향하기보다 작품
이 전시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향하면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
나와 관계를 맺었다. 관련하여 제인 해리슨 콘(Jane Harrison Cone)은 “저드의 
작품을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제작한 작품의 피할 수 없는 사실성
(factuality), 즉 주어진 방의 벽과 바닥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으로까지 향
하는 사실성이자 그 방의 공간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실성으로써 작품의 한
계가 선언된다는 것이다.”65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시 공간을 중시하였던 상당수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염두에 두었
던 공간은 장식 없는 화이트큐브 형태에 가까웠다. 1963년 미니멀리즘의 시작
을 알린 로버트 모리스의 그린 갤러리 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미니멀리
즘 전시가 화이트큐브 공간에서 열렸다. 도널드 저드는 1967년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전시 공간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꽤 높은 천장을 지닌 거대한 직육면체 공간이면 괜찮다. (…) 더 작은 전시실이
라도, 천장이 높고 그 안에 작품이 너무 많지 않으면 괜찮다. 어떤 몰딩66이나 
홈도 없어야 한다. 벽과 바닥은 판석 없이 매끄럽고(smooth) 사각형이어야 한
다. 바닥에는 아무런 패턴도 없어야 한다. 이상적인 경우 건물의 건축이 외부
와 내부 모두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는 곧 새로 생긴 대부분의 갤러리나 미술
관들의 우아함(elegance)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뉴저지의 에드워드 

던 앨런 캐프로(Allan Kaprow),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rnburg), 조지 시걸
(George Segal) 등의 해프닝 및 설치 작업과 자신들의 작업을 분리하고자 했기　때문
이다.

64 Colpitt, Frances. Minimal Art: The Critical Perspective. Vol.2. Ann Arbor: UMI 
Research Press, 1990, p.84.

65 Cone, Jane Harrison. "Judd at the Whitney." Artforum. Vol.6. 1968. online; 
https://www.artforum.com/print/196805/judd-at-the-whitney-36607 (2021년 4월 
16일 접속)

66 건축이나 공예 따위에서, 창틀이나 가구의 테두리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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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 아트센터나 링컨 센터처럼 세부적이고(trivial) 절충적이어서는(eclectic) 
안 된다. 이것들은 ‘현대적이고 클래식한(modern classical)' 건물이 30년대의 
전형이 되었듯 요즈음의 전형이 되려 하고 있다. 오직 애틀란타만이 아직까지 
‘현대적 사원(modern temple)'을 지으려 한다. 어디든 현대[적 건물], ‘현대 사
원’을 짓는 곳[이면 좋다.]67

   저드가 명시하듯 “30년대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현대적 건물이자 홈, 몰딩, 
패턴 등의 장식적 요소가 없는 매끄러운 직육면체 공간은 곧 화이트큐브 공간
을 가리킨다. 시선에 걸리는 장애물 없이 명확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해주는 화
이트큐브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공간에 대한 지각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니멀리즘으로 오면서 화이트큐브 공간은 단순히 작품을 돋
보이게 하는 무색무취의 배경이 아닌, 그 자체로 관람자의 감상 경험을 구성하
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한다. 
   저드를 포함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전시 공간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세세
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상당수의 언급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본고가 특히 주목하는 요소는 조명이다. 로버트 모리스는 회화와 조각의 전시 
방식을 비교하면서, “항상 최적의 방식으로 빛이 밝혀져 있는 회화와 달리, 조각
은 빛의 입사(incidence)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68 라고 주장하면서 미니멀리즘 
작품의 지각에서 빛이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부각시키며, ｢조각에 관한 소고｣ 
전반에 걸쳐 관람자의 물리적 위치와 함께 빛을 감상 경험의 중요한 요소로써 
지속적으로 강조한다.69 콜핏 또한 빛이 미니멀리즘의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보
며, 특히 비평가들과 관람자들이 갤러리 공간의 증대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이후부터 빛과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전시의 필수적 측면이 되었다고 설명
한다.70 콜핏은 그 근거로 르윗의 그리드[도판11] 작품에서 막대들에 드리워지
는 그림자에 주목하면서 그림자로 인해 전시 공간의 모퉁이, 바닥, 천장의 윤곽

67 Judd. Donald. Complete Writings 1959-1975, Halifax: Press of the Nova Scotia 
College of Art and Design, 1975, pp.195-196. 

68 Morris, Robert. "Notes on Sculpture." Minimal Art: A Critical Anthology. ed. Gregory 
Battcoc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p.225.

69 Ibid., pp.232-34.
70 Colpitt, Frances. Minimal Art: The Critical Perspective. Vol.2. Ann Arbor: UMI 

Research Press, 1990,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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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주장하는 리파드의 언급을 든다.71

   빛과 그림자를 공간의 윤곽과 연결 짓는 리파드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빛
은 공간의 지각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작품 내부로 관람자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모더니즘 회화에서 화이트큐브가 지닌 ‘순백의’ 특성이 부각
되었다면, 작품의 시각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미니멀리즘의 감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이트큐브의 ‘밝은’ 특성이다. 화이트큐브가 보장하는 밝고 
또렷한 시야는 대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관람자 자
신, 작품, 공간적 요소들의 위치를 쉽게 좌표화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화이트
큐브 공간은 관람자의 신체 감각을 고양시키고 작품을 포함한 공간 전체와의 
현상학적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미니멀리즘은 화이트큐브라는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면서도 전시 공
간에 대한 기존의 모더니즘 회화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니멀리즘
이 가져온 인식의 전환은 비단 미니멀리즘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미니멀리즘 외
부나 미니멀리즘 이후의 미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리파드는 1964년 레오 카
스텔리 갤러리에서 열린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회화 전시에 대한 리뷰
에서 “심지어 명백한 회화 전시에서도 관람자를 둘러싸거나 작품에 대한 신체
적 참여와 즉각적 감각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지적한다.72 비숍
은 리파드의 지적에 덧붙여 당대에 회화마저 자신과 전시 공간의 관계를 정립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따라 과거에는 중립적이었던 갤러리 벽이 활
성화되어 벽화에 준하는 일관적 전체로서의 인상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73 
비숍이 지적하듯, 이 무렵 잡지를 통해 배포되기 시작한 전시의 설치 전경 사진
들은 전시에서 작품의 단일한 이미지가 아닌 작품들이 맺는 관계의 총합이 중
시되기 시작했음을 방증한다.74 
   미니멀리즘을 거치면서 이론적 관심은 단일한 작품에서 작품 간의 관계 또
는 작품과 공간이 맺는 관계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으며, 프랭크 스텔라의 회화 
작업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화이트큐브 공간에 대한 미니멀리즘의 재해석은 미

71 Ibid.
72 Lippard. Lucy, "Four Environments by New Realists", Artforum, Vol.2, 1964, p.19.
73 Bishop, Claire. Installation Art. Tate, 2005, p.55.
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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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멀리즘 이후에도 화이트큐브를 규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기
상 미니멀리즘 직후에 미술관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6-70년대 영상 
작업의 경우, 미니멀리즘에 의해 정립된 화이트큐브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
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크리시 아일즈는 미니멀리즘 이후 미
술관에 들어온 영상 작업들이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접근에 근간을 둔다고 진
단한다.7576 그리고 관람자 신체의 활성화, 지각장의 설립, 공간과의 총체적 관
계맺음과 같은 감상 경험의 특성은 6-70년대 비디오뿐 아니라 90년대 이후 이
미지 프로젝션 작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미니멀리즘 이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듯, 관람자의 신체가 
물질 공간과 맺는 관계의 부각 또는 공간에 대한 지각적 고양 현상은 비단 미
니멀리즘이라는 특정 시기 사조의 유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큐브 공
간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전시 공간의 물질성 및 관람자의 신체
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대 미술관에서 설치와 결합됨으
로써 다시 물질 공간을 소환하는 영상 작업들을 이해하기 위해 공간 지각을 고
양하거나 관람자 신체를 활성화하는 화이트큐브 공간의 특성을 재조명하는 일
은 미니멀리즘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강조되었던 6-70년대 작업들뿐 아니라, 
영화와의 친연성이 두드러지고 이미지 프로젝션 기술을 활용한 스펙터클적 작
업의 수가 증가한 90년대 이후 작업들에서도 중요하다.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감상 경험에 물질 공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시네마적 또는 스펙터클적 특성에만 주목을 기울이거나 
동시대 비디오 설치를 영화 상영의 아류적(또는 심지어 열등한) 조건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서 의도적으로 몰입을 깨뜨리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던 이전 세대의 영상 작업
과 달리 최근의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 몰입적이거나 환영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대 미술관에서 영상 

75 Iles, Chrissie, and Thomas Zummer. Into the Light: The Projected Image in 
American Art, 1964-1977.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01 p.33.

76 아일즈는 미니멀리즘 작가들과 비디오 설치 작가들 사이에 실제로 교류가 활발했다는 
사실을 하나의 근거로 든다. 대표적으로 미니멀리스트 댄 플래빈이나 로버트 스밋슨
의 작업이 브루스 나우먼의 비디오 및 네온 작업, 댄 그레이엄의 거울 비디오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Iles(2000),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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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물질 공간을 지우고 관람자를 환상에 빠뜨리기보다 설치와 결합하면서 
공간 자체와 관람자의 신체를 여전히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의 기원에는 영상이 진입한 공간적 배경으로서 화이
트큐브 자체가 내포하는 물질성과 공간이 제공하는 명료한 지각의 가능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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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블랙박스 공간

 

   미니멀리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중반을 지나 1960년대 후반
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술의 중요한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 비
디오 아트는 이전의 화이트큐브 공간에 어둠의 도입이라는 크나큰 변화를 불러
왔다. 크리시 아일즈는 미니멀리즘 이후 영상을 사용하는 작가들이 “밝게 밝혀
진 갤러리 건축이라는 지각적 장을 시네마의 몽상가득한(reverie-laden) 어두
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한다.77 회화나 조각의 세부적인 측면들까지 보
기 위해선 밝은 빛이 필요했으나, 영상의 경우 최적화된 감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이다. 영상과 어둠이 결합한 공간의 원형은 20세기 초반부
터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관에서 찾을 수 있다. 리즈 코츠(Liz Kotz)
는 영화(관)의 문법이 최근의 미술 전시장에 도입되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최근 몇 년간, 비평가들은 비디오가 상영되는 어색하게 칸막이되고 어두컴컴해
진 방들이 혼란스럽게 늘어선 현상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가져왔다. (…) 동시
대 전시장에 나타나는 ‘블랙박스’ 형식의 편재 현상은 비디오 기술이 정적이고 
사건-기반적이기보다 동적이고 진행적인 형태의 관람에 영화를 동화시키는 동
시에 스스로 과거의 영화 관습 속으로 동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78

   코츠가 ‘블랙박스 형식’으로 요약하는 “칸막이되고 어두컴컴해진 방”이라는 
공간 형태는 오늘날 영상을 상영하기 위한 표준적 공간 형식이다. 블랙박스 공
간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빛을 차단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조성된 어둠의 공간
을 통칭한다. 본고는 특정 목적에 따라 극대화된 어둠이라는 블랙박스의 속성에 

77 Iles, Chrissie, and Thomas Zummer. Into the Light: The Projected Image in 
American Art, 1964-1977.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01 p.33.

78 Kotz, Liz. "Video Projection: The Space Between Screens", Art and the Moving 
Image: A Critical Reader, London: Tate Publishing and Afterall, 2008,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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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어둠-공간으로서의 블랙박스 안에서의 감상경험이 좌표화와 위치화, 
공간과의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했던 화이트큐브와 정반대 성격의 경험을 제공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클레어 비숍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집어삼키는(engulfing)' 실체로서의 완전
한 어둠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동시대 미술관에서 어둠
을 이용한 설치 작업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완전하고 강렬한 어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몇 안 되는 경험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나 도시의 빛으로 인해 일정 정도
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나, 전시장 안에 폐쇄된 어둠-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어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설치 작업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숍은 어둠을 활용한 
설치 작업에서의 감상 경험을 미니멀리즘 작업의 경험과 대비시킨다. 비숍에 따
르면, ‘빛의 공간’에 설치된 미니멀리즘 미술이 몸과 몸의 물리적 경계에 대한 
지각을 고양한다면, 어둠을 활용한 설치는 관람자의 자아감각을 무화하고 관람
자의 해체를 시사한다.79 공간의 구조도, 주변 대상이나 타인들의 위치도 파악
하기 어려운 어둠 안에서는 화이트큐브적 경험을 특징짓던 좌표화의 가능성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비숍은 어둠-공간 속에서 관람자가 자신의 신체를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실된 것(a loss)"으로서만 가능하며, 관람자는 
자신의 신체 경계를 지각하고 위치 감각을 고양하는 대신 공간과 합치하기 시
작한다고 이야기한다.80

   어둠을 활용한 미술이 주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혼란스럽고 무형적인 어둠의 
특성 및 어둠을 경험하는 인간의 일반적 정신 반응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어둠이 인간의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어둠과 
정신분열증적 체험을 연관 짓는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메를로-퐁티가 이야기하는 ‘밤의 공간’의 특성을 영화 및 미술에서의 블랙박스 
공간과 비교함으로써 블랙박스 공간이 제공하는 감상경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79 Bishop, Claire. Installation Art. Tate, 2005, p.82.
80 Ibid.,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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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둠과 정신분열증적 공간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1945)에서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각이 
아닌 사유에 의존하는 지성주의가 ‘사태 그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
면서 지성이 아닌 지각으로써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의 기획
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고전적 지성주의는 세계에 
대한 경험을 절대적 비존재인 의식의 순수 작용으로 취급하는데, 메를로-퐁티
는 인식 주체가 반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계 속에 거주하면서 세계와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81 공간은 세계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대이며, 감각하는 자와 감각적인 것의 공존재가 공간을 구성한다.82 
이에 따라 메를로-퐁티는 공간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지각의 형식에 대한 균형 
잡힌 개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메를로-퐁티의 공간론은 우리의 눈이 아닌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기하학
적 공간’만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공간론에 대한 반박에 기초하고 있다.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유일무이한 공간만을 인정하는 지성주의는 공간 
경험에 인식 주체의 감각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성주의
에서는 감각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성된 객관적 사물들만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X, Y, Z 세 축으로 이루어진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공간은 수학적으로 체계화된 절대적이고 관념적인 공간이며, 칸트를 
위시한 근대 철학의 공간은 지성으로써 파악가능한 지성적 공간이었다. 지성적 
공간은 각 주체의 개별적 경험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환상적이거나 몽상적, 또는 광적인 공간 등은 그저 명료한 세계의 잔해에 
불과하다.83 반면에 메를로-퐁티는 공간을 경험 주체의 개별 감각에 따라 각각 
따로 펼쳐지는 다질적인 것으로 보고, 공간 경험의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성격을 
강조한다.84 메를로-퐁티는 공간이 지각하는 개별 주체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81 Merleau-Ponty, Maurice.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이하 

PhP), pp.290-291.
82 PhP, p.266.
83 PhP,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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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객관주의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메스칼린을 복용한 주체나 정
신분열증자에게 공간이 왜곡되어 경험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감각과 체험
을 중시하는 메를로-퐁티 공간론의 성격은 전시 공간 자체의 객관적 특성보다
는 공간과 깊은 연관을 맺는 감각 경험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한다. 
   메를로-퐁티는 탐구의 영역을 주체의 상태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간성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밤의 공간(l'espace nocturne)”에 주
목한다. 메를로-퐁티의 논의에서 ‘밤의 공간’은 ‘꿈의 공간’이나 ‘신화적 공간’과 
함께 기하학적 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후보이
다. 메를로-퐁티가 가장 주목하는 ‘밤의 공간’의 성질은 “분명하고 뚜렷한 대상 
세계를 없애”고 우리의 지각적 존재를 “자신의 세계와 단절”시키는 성질로85, 이
는 밤의 공간을 채우는 어둠의 속성이 극대화된 결과이다. 글렌 마지스(Glen 
Mazis)는 메를로-퐁티가 상정하는 ‘밤의 공간’이 일광(daylight)으로 가득 찬 
낮의 공간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인공 빛에 의해 감각이 분산되는” [일상적인] 
밤의 공간과도 다르다고 해석한다.86 메를로-퐁티에게 낮의 공간이 분명하고 
뚜렷한 대상들의 세계를 대표한다면, 밤의 공간은 아무 것도 지각할 수 없는 
“사물 없는 공간성”으로 나타난다.87 메를로-퐁티는 밤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다
음과 같이 묘사한다.

밤은 내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다. 밤은 나를 둘러싸고, 나의 모든 감각들을 
관통하며, 나의 기억들을 질식시키고, 나의 개인적 정체성을 거의 파괴해버린
다. 나는 더 이상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윤곽을 보는 지각적 조망에 빠
져들지 않는다. 밤은 윤곽이 없고, 그 자체로 나와 접촉해 있다. (…) 반성을 
위한 모든 공간은 공간의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과 연관 짓는 사유에 의해 지탱
되지만, 이 경우 사유는 어느 곳에서도 시작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밤의 공

84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학
사, 2004, p.304.

85 PhP, p,335.
86 Mazis, Glen A. "Hearkening to the Night for the Heart of Depth, Space, and 

Dwelling", Locke, Patricia M., and Rachel McCann, eds. Merleau-Ponty: Space, 
Place, Architecture. Ohio University Press, 2016, p.36.

87 PhP,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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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는 내가 나를 공간과 통일시킨다.88 

   밤의 공간은 주체를 둘러 감싸는 공간으로, 사물과 사물, 사물과 공간 사이
의 경계를 무화하고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의 구분을 지워버린다. 밤[의 어둠]
은 주체를 둘러싸고 관통하며 개인적 정체성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밤의 공간
에서 주체는 대상과 거리를 둔 지각적 조망을 유지할 수 없고 공간과 합치하게 
된다.89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묘사하는 밤의 공간은 앞서 비숍이 묘사한 동시
대 미술관에서의 어둠-공간과 같이, 공간의 구조를 지우고 세계와 단절시키는 
어둠의 속성이 극대화된 공간이다. 메를로-퐁티와 비숍은 공통적으로 공간 속
에서 강렬한 어둠을 경험하는 일이 자아감각의 무화와 공간 지각의 해체를 낳
는다고 본다.90 외부의 빛이 차단된 어둠-공간을 경험하는 주체는 공간을 부분
들로 분절해서 인식할 수 없고,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현존을 물리적으로 위치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해체되어 공간에 녹
아들어가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밤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정신분열증적 체험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 어둠과 정신분열증을 연관 짓는 메를로-퐁티의 생각은 현상학과 정
신병리학의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였던 정신의학자 외젠 민코프스키(Eugène 
Minkowski)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민코프스키의 정신분열증 사례 연구나 
그의 몇몇 주요 주장은 지각의 현상학에서도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민코프
스키는 체험된 시간(Lived Time: Phenomenological and Psychological 
Studies)에서 모든 정신병리학적 사례에서 시간과 공간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관찰로부터 출발하여 정신병리학적 개인이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서의 현상학적 시공간을 탐구한다. 민코프스키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신분열증
의 경우를 분석하면서 정신분열증의 원인을 “현실과의 필수적 접촉(vital 
contact with reality)"91의 상실로 꼽는다.92 현실과의 접촉이 끊어졌다는 말은 
88 Ibid.
89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학

사, 2004, p.352.
90 Bishop, Claire. Installation Art. Tate, 2005, p.82.
91 민코프스키는 ‘현실과의 필수적 접촉’ 개념이 베르그손이 물질과 기억(Matter and 

Memory)에서 언급한 ‘삶에 대한 주의(attention to life)’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설
명한다. 베르그손은 인간의 신체가 한 편으로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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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현실을 지탱하는 시공간에 대한 주체적 감각, 즉 "나-여기-지금
(me-here-now)"의 감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과 같다.93 민코프스키는 이처
럼 현실과의 균형을 상실하는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어둠을 경험하는 인간의 일
반적 경험에 빗대어 설명한다. 민코프스키는 정상 주체도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행동이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아가 스스로를 확증하지 
못하고 어둠과 융해되어 버리는 현상과 정신분열증적 감각 상실 사이의 유사성
을 주장한다.94

   메를로-퐁티는 현실과의 연결 상실 현상으로 정신분열증을 정의하고 정신분
열증의 경험을 어둠 속에서의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하는 민코프스키의 논
의를 상당 부분 수용한다. 그러나 정신의학자인 민코프스키가 자폐증, 조울증, 
정신박약과 같은 특수한 정신적 증상의 일종으로 정신분열증을 다루는 반면, 메
를로-퐁티는 정신분열증적 시공간 체험의 현상학적 분석에 좀더 집중한다. 메
를로-퐁티가 설명하고 있는 정신분열증은 오늘날과 같은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
환이라기보다 공간에 대한 병리적 경험을 통해 세계-내-존재가 겪게 되는 현
상학적 장애에 가깝다.9596 현상학에서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세계 속에 

운동을 행사하면서 정신을 고정하고 정신에 추와 균형을 제공한다고 보며, 이러한 감
각들과 운동들이 거꾸로 선 피라미드처럼 응집함으로써 ‘삶에 대한 주의’를 형성한다
고 보았다. 즉 ‘삶에 대한 주의’란 자극-반응 기제에 기반하여 몸과 정신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현실 집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손
은 이 균형이 현재적 상황에 대한 신체의 적응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현실과의 연
결성을 잃고 이러한 균형이 깨진 상태의 예시로 꿈이나 정신착란을 든다. 
(Minkowski(1970), p.273 ; 베르그손(2005), pp.291-292.)

92 Minkowski, Eugène. Lived Time: Phenomenological and Psychopathological Studie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p.273.

93 Ibid., p.274.
94 Minkowski, Eugène. Lived Time: Phenomenological and Psychopathological Studie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p.429.
95 Guenther, Lisa. "Inhabiting the House That Herman Built", Locke, Patricia M., and 

Rachel McCann, eds. Merleau-Ponty: Space, Place, Architecture. Ohio University 
Press, 2016, p.159.

96 현대 이상심리학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을 비현실적인 지각과 비논리적인 사고
를 특징으로 하는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로 규정한다. 정신분열증의 가장 주요한 증상
으로는 외부세계에 대한 잘못된 추론에 근거한 망상, 현저하게 왜곡된 비현실적 지각
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각이나 환청,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하게 와해된 언어 등이 있
다. (권석만(2009), pp.355-357.) 현대 이상심리학이 환자를 일상생활로부터 격리시
키는 이상 증상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한다면, 메를로-퐁티가 주로 인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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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던져진 피투(彼投)적 존재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 내던
지는 기투(企投)적 존재이기도 하다. ‘기투’란 하이데거에게서 유래한 용어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세계 속 현존재의 존재 양상을 “세계-내-존재
(In-der-Welt-Sein)”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여기서의 ‘내(in)’는 두 개의 존
재자 사이의 단순한 공간적 포함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친숙한 세계 
속에 거주하면서 세계를 보살피고 가꾸는 현존재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 일
반을 지칭하는 개념이다.97 즉 하이데거에게 현존재는 단순히 세계 속에 물리적
으로 위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기투’와 
‘피투’는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현존재는 단순히 ‘세계 속에 던져
진’ 피투성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기투할 수 있다.98 즉 현존재
는 ‘이미 던져진’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능성을 향
해 몸을 던지는 실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자이다. 
   메를로-퐁티는 존재가 신체로써 세계에 기투한다고 주장하며, 이때 기투는 
존재가 세계에 내속하면서 세계를 경험하고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99 메를로
-퐁티는 이와 같은 자신의 현상학적 입장에 기반하여 정신분열증의 발생을 설
명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정신분열증 환자의 장애는 세계에 대한 
주체의 영속적 기투가 객관적인 세계로부터 끊어져버리는 지점에서 발생한다.100 
즉 세계에 던져진 주체가 던져짐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다시금 스스로 몸
을 던지려할 때, 바로 그러한 활동의 가능성이 단절되는 순간 정신분열증이 나
타난다.
   여기서 주체의 기투가 ‘객관적 세계’로부터 끊어진다고 한 메를로-퐁티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객관적’ 세계인가? 메를로-퐁티가 사용하

1929-1935년 무렵의 현상학적 정신분열증 연구 이론들은 환자의 1인칭적 체험을 
탐구하고 환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심리적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임을 강조하였다. 민
코프스키나 피셔(F. Fisher) 등의 정신의학자를 중심으로 한 현상학적 정신의학에서
는 정신질환자의 1인칭적 지각 및 시간과 공간 체험의 문제를 다루는데, 메를로-퐁
티는 특히 이러한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한정선(2011), pp.244-245.) 

97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후썰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202.

98 Ibid., p.205.
99 기다 겐 외, 이신철 역, 현상학사전, 도서출판 b, 2011, p.52.
100 PhP,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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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객관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를로-퐁티 현상학
의 등장 배경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메를로-퐁티는 전통철학의 두 갈래
인 경험주의 철학과 지성주의 철학을 모두 비판하면서 지각의 현상학을 전개하
였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경험주의 철학과 지성주의 철학은 여러 가지 점
에서 대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메를로-퐁티가 ‘객관주의적 사유’라 부르는 차원
에 머물러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객관주의적 사유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
3자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사유로, 객관화된 대상에만 함몰되어 있어 객관화되
기 이전의 근원적 삶의 영역을 포착할 수 없다. 메를로-퐁티는 객관주의적 사
유가 전개해나간 감각이론을 비판함으로써 객관주의적 사유에 의해 물들지 않
은 원초적인 경험의 영역, 즉 ‘선객관적인 영역’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이 ‘선객
관적인 영역’은 객관적 세계 이편에 존재하는 세계로서 메를로-퐁티에게서 ‘현
상적 장’ 또는 ‘지각된 세계’로 나타난다.101

   그러므로 정신분열증자의 기투가 객관적 세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는 
증상의 발현과 동시에 주체가 현상적 장으로 완전히 진입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세계’는 ‘과학적 세계’102 또는 ‘공적 세계’103로 
불리기도 하므로, 메를로-퐁티가 정신분열증자가 침잠한다고 주장한 ‘사적 세
계’는 ‘현상적 장’, ‘지각된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이다. 메를로-퐁티는 여기
에 덧붙여 공적 세계와의 연결을 박탈당한 정신분열증자가 더 이상 공적 세계
에 머물 수 없으며 사적 세계 속으로 침잠하고, ‘지리적 공간’이 아닌 ‘풍경의 
공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공적 세계로부터 분리된 ‘풍경의 공
간’은 현저하게 왜소화된다.104 즉 사적 세계로 침잠한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과 
분리됨으로써 괴상하고 불합리하며 비실재적으로 “왜소화된” 풍경의 공간에 침
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메를로-퐁티에게 정신분열증적 증상은 공간적 경험으로 형상화되며, 
이는 메를로-퐁티 현상학에서 공간론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다시 상기시킨
다. 마찬가지로 어둠과 정신분열증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작업에서도 민코

101 이남인,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한길사, 2013, pp.37-42.
102 Ibid., p.45.
103 PhP, p.339.
10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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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스키가 ‘투과성’이나 ‘촉각성’과 같은 어둠 자체의 속성과 정신분열증 증상 사
이의 유사점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면, 메를로-퐁티는 양자의 관계
를 공간적 경험으로 치환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가 어둠과 정신분
열증의 문제를 지각의 현상학의 2장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이
를 뒷받침한다. 2장에서 메를로-퐁티는 밤의 공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체험된 공간’의 존재를 입증하는 동시에 정신분열증적 체험을 
공간성의 문제와 결부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관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메를로-퐁티는 ‘정박(ancrage)' 개념을 통해 밤의 공간이 제공하는 독특한 
공간적 경험을 구체화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공간성의 조건이란 주체가 
“주어진 환경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자 “세계에 내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간적 지각이란 지각장 내에서만 이해되는 것으로, 이 지각장은 주체에게 가능
한 정박지를 제안함으로써 공간적 지각을 촉발한다.105 다시 말해서, 공간 지각 
및 공간성의 성립 여부는 정박의 가능성, 즉 세계 속에 닻을 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 기반한다. 주체가 공간에 들어서면, 주체의 지각이 이루어지는 토대인 
지각장은 그 공간 안에서 주체가 정박할만한 곳을 제안해주고, 이 과정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면 공간에 대한 지각이 생성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정상 
주체는 “우리 스스로를 사물들 위에 얹어 정박하고자 하는” 그칠 줄 모르는 충
동을 지니고 있는데106, 일반적인 경우 주체는 지각장을 통해 공간에 닻을 내리
는 데 성공하고 공간 지각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밤의 공간 또는 정신분열증적 체험은 “정박 부족(lacking 
anchorage)”107, 심지어는 정박 실패로 특징지어진다. 메를로-퐁티는 밤에 느껴
지는 불안의 원인을 앞서 언급한 정박에 대한 충동에서 찾는다. 어떤 공간에 들
어서면 주체는 공간에 닻을 내리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나, 주변 사물은 물
론이고 자신과 자신 외적인 것 사이의 경계마저 명확히 알 수 없는 밤에는 정
박지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다.108 불이 꺼진 집과 같이 일상적인 정도로 어두운 공간에서라면, 어둠이 
105 PhP, p.332.
106 PhP, p.335.
107 Olkowski, Dorothea E. "In Search of Lost Time", Locke, Patricia M., and Rachel 

McCann, eds. Merleau-Ponty: Space, Place, Architecture. Ohio University Press, 
2016,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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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익는 순간 공간의 구조가 드러나고 지각의 정박이 점차 가능해짐에 따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외부의 빛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시간이 흘러도 
지각의 정박을 허용하지 않는 강렬한 어둠-공간이 존재한다면, 그 공간에서의 
경험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질문은 다시 미술관 내 어둠을 이용한 설치
에 대한 클레어 비숍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비숍에 따르면 암흑에 가까운 어둠
-공간 안에서는 자신의 신체 경계를 자각하려는 관람자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
가고 위치에 대한 감각은 확보되지 않는다. 즉 기다려도 눈에 익지 않는 강렬한 
어둠 속에서라면 주체는 지각을 정박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공간에 대한 지각을 얻지 못한다. 지금, 여기와의 연결을 상실한 주체는 결국 
비숍이 이야기하듯 자신의 몸과 몸 외부의 경계마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열증
적 혼란의 상태,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한 공간 지각을 정립하
지 못하고 공간에 녹아들어가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블랙박스 공간의 성격

   앞의 절에서 메를로-퐁티의 공간론을 통해 강렬한 어둠에 대한 인간의 일반
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제 논의의 대상을 좀더 구체화하여, 미적 경험이 일어
나는 폐쇄된 어둠-공간으로서 블랙박스가 제공하는 경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앞서 비숍은 동시대 미술관에서 어둠을 사용한 설치를 어둠-공간의 
사례로 들었지만, 어둠을 사용한 설치미술보다 더 흔히 접할 수 있고 전통적인 
맥락에서 사방이 막힌 공간 속의 강렬한 어둠을 경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
다. 영화관의 경험이 그것이다. 영화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류 영화관의 전형
은 빛을 차단하고 어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검은 상자(블랙
박스) 형식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립된 영화관의 형식은 1895년 뤼미에르 형제
가 발명한 ‘시네마토그라프(cinématographe)'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9년 에디

108 PhP,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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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이 발명한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가 커다란 나무상자에 달린 작은 구멍
을 통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는 개인적 관람의 형식을 택한 것과 달리, 시네마
토그라프는 스크린과 영사를 이용한 집단적 관람의 형태를 띠었다. 시네마토그
라프의 상영 방식은 순수하게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관’의 발명
으로 이어졌고, ‘시네마토그라프’의 준말인 ‘시네마(cinéma)'는 ‘영화’뿐만 아니
라 ‘영화관’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게 되었다.109 최근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확산과 함께 다변화된 영화 관람 방식이 점차 자리를 잡
아가고 있으나, 영화관을 통한 영화 관람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는 ‘어두운 방에서 움직이는 사진적 이미지
를 스크린에 제시하는 집단적 영화 관람’으로 특징지어지며, 영화이론가들 사이
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플라톤의 국가 7권에 등장하는 ‘동굴의 비유’ 속 동굴
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장
-루이 보드리(Jean-Louis Baudry)는 “영사기, 암실, 스크린이라는 서로 다른 
요소의 배치가 상당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플라톤이 말했던] 동굴의 미장센을 
재생산한다.”라고 주장한다.110 플라톤은 동굴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다음과 같이 
상상하였다.

지하의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즉 불빛 쪽으로 향해서 길게 난 입구를 전체 
동굴의 너비만큼이나 넓게 가진 그런 동굴에서 어릴 적부터 사지와 목을 결박
당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게.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서 앞만 보도록 되어 있고, 포박 때문에 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네. 이들의 뒤
쪽에서는 위쪽으로 멀리에서 불빛이 타오르고 있네. 또한 이 불과 죄수들 사이
에는 위쪽으로 [가로로] 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 담(흉장)이 세워
져 있는 걸 상상해 보게. 흡사 인형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람들 앞
에 야트막한 휘장(칸막이)이 쳐져 있어서, 이 휘장 위로 인형들을 보여주듯 말
일세.111

109 이윤영,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영화｣, 美學, Vol.78, 한국미학회, 2014, p.185.
110 장-루이 보드리, ｢기본적 영화 장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효과｣, 사유 속의 영

화: 영화이론선집, 이윤영 엮고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1, p.281.
111 플라톤, 국가(政體), 박종현 역, 서광사, 2005,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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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굴에서 죄수들은 담과 벽 사이에 위치하여 고정된 자세로 벽만 바라보
고 있으며, 담의 뒤편이자 동굴의 입구 쪽에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다. 지하에 
있는 이 동굴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널찍한 공간”112으로, 공간을 가로
지르는 담을 따라 사람들이 “온갖 인공의 물품들을, 그리고 돌이나 나무 또는 
그 밖의 온갖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인물상 및 동물상들을 이 담 위로 쳐
들고” 지나가며, 어떤 이들은 소리를 내기도 한다.113 동굴의 한 벽을 마주보도
록 고정된 죄수들은 불로 인해 동굴 벽면에 투영되는 그림자들만을 볼 수 있고 
실물이 아닌 환영만을 진짜로 믿게 된다. 동굴의 불빛은 영사기에, 온갖 것들이 
지나가는 가로로 놓인 길은 영화의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에, 이미지가 투영되
는 동굴 벽면은 스크린에 각각 대응한다.114 그 밖에도 동굴 속의 어둠, 소리, 
‘결박된’ 상태에 가까운 관람자의 고정된 자세 등이 플라톤의 동굴과 영화관 사
이의 유비를 강화한다. 특히 플라톤이 이 죄수들을 항상 복수형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집단 관람의 장소인 이 동굴은 키네토스코프가 아닌 시네마토그라프와 
연관이 있다.115

   동굴-영화관의 공간적 특수성은 몰입이라는 특수한 영화적 경험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화관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외부의 빛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폐쇄적 공간으로 건축된다. 이윤영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자의 시각과 청각이 극단적인 형태로 강화될 수 있도록 극도로 추상화된 
공간이다.116 시청각적 자극의 극대화가 외부 세계에 대한 일시적 망각과 함께 
작용하면서 영화관은 매혹과 몰입의 공간이 된다.117 
112 이윤영,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영화｣, 美學, Vol.78, 한국미학회, 2014, 

pp.188-189.
113 플라톤, 국가(政體), 박종현 역, 서광사, 2005, p.449.
114 이윤영,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영화｣, 美學, Vol.78, 한국미학회, 2014, 

pp.189-190.
115 Ibid., p.190.
116 Ibid., p.191.
117 물론 영화사에서 이제까지 등장한 모든 영화관의 형태가 항상 몰입의 효과와 직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톰 거닝(Tom Gunning)은 영화사 전반이 내러
티브 영화의 헤게모니 하에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1906년까지의 초기 
시네마가 관람자와 어떻게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맺었는지 밝힌다. 거닝에 따르면 주
류 내러티브 영화와 구별되는 “어트랙션 시네마(cinema of attraction)"는 영화의 현
실적 환영주의를 거부하고 최신 기술로서 영화의 새로운 실험들을 전시하는 장이었
다. 초기 관객들은 영상 자체보다 신기한 기계나 테마파크처럼 꾸며진 극장을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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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영화관에서 몰입적 경험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란 무엇일까? 장-
루이 뢰트라(Jean-Louis Leutrat)와 쉬잔 리앙드라-기그(Suzanne 
Liandrat-Guigues)는 “어둠 속에서 스크린에 고정된 시선이라는 중요한 경험이 
영화 이미지를 특징지으며, 영화 이미지를 다른 모든 이미지 범주와 구별한다.”
라고 말한다.118 즉 어둠과 스크린은 영화관 공간을 구성하는 동시에 영화 경험
과 영화 이미지를 특징짓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먼저 메를로-퐁티가 지적하듯 
대상에 대한 지각적 조망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둠은 관객의 물리적 현존을 약
화시키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박탈한다. 그리고 현실의 ‘지금, 여기’에 정박하
지 못하고 공간 속으로 와해되어 버린 관객의 감각은 마치 흩어진 철가루에 자
석을 가져다 댄 것처럼 정면의 스크린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동굴 벽면에 어
른대는 그림자처럼, 스크린이 제공하는 가상적 환영은 집단적 매혹을 이끌어낸
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영화관의 두 축을 이루는 어둠과 스크린에 주목하여 영
화이론 분야에서 전개되어 온 논의들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영화관에 오는 경우도 많았다. (Gunning(2008), pp.56-58.) 루돌프 하름스(Rudolf 
Harms) 또한 1926년에 쓴 글에서 여러 영화가 연달아 상영되던 1910년경의 영화
관 풍경을 묘사하면서, 엄격하던 극장 관습과 달리 “누구든지 아무 때나” “지나는 길
에” 영화관에 들어오고 또 떠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름스는 [연극과 달리] “모
든 강제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 폐지”되는 것을 영화관의 속성으로 꼽았으며, 현대 영
화매체가 점점 더 연극에 필적하면서 “특정한 시작 시간과 단 한 작품의 상영을 위
해 노력하리라”고 예언하는 동료의 주장을 언급하면서도 과연 그 예측이 얼마나 실
현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름스(1996), p.222.) 초기 영화뿐 아니라 현대
의 극장 관습에서도 극장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도의 영화관 문화 등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본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전통적인 형태의 블랙박
스 영화관이 외부 빛과 소리의 차단, 음식물 금지 조치, 입장시간 외 입장 금지 조
치, 스크린 크기의 확대, 사운드 개선, 3D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몰입적 
기술을 갱신하고 몰입에 최적화된 공간이 되기를 꾀한다고 보며, 본고가 ‘블랙박스’ 
또는 ‘블랙박스 영화관’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이러한 종류에 속한다. 

118 수잔 리앙드라 기그·장 루이 뢰트라, 영화를 생각하다, 김영모 역, 동문선, 2005,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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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둠과 스크린

   영화관은 등장 초기부터 어둠을 공간의 주요 형식적 조건으로 삼았다. 어둠
이 도입되고 유지된 일차적 이유는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1926년에 쓴 글 ｢집회소로서의 영화관(Das Lichtspielhaus als 
Sammelraum)｣에서 루돌프 하름스는 “생겨나는 빛복합체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전제는 빛과 그림자로 된 대상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영상으로 강조되도록 
가능한 한 동일하게 어두운 공간이나 최소한 이론적으로 무한히 어두워진 흰 
벽”이라고 하였다.119 플라톤의 동굴에서 동굴 입구의 불빛이 또렷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이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화관에서도 스
크린에 투사되는 빛은 어두운 공간이 있어야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
다. 하름스는 같은 글에서 “그저 들어오기만 하시오. 내 영화관은 시 전체에서 
제일 어둡다오.”라고 자신의 업소를 자랑하는 만하임의 한 사업가를 인용하며 
당시 일반 대중들까지도 영화관에서 어둠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을 시사한다.120

   그러나 영화관의 어둠은 단순히 영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넘
어서서 영화관이 제공하는 공간 경험 자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적으
로 프란체스코 카세티는 영화관의 어둠이 단순히 일광이나 자연광의 부재에 의
한 결과물이 아닌, 영화관 공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우주와 정반대
되는 독자적 환경(“백(white)에 맞서는 흑(black)”)으로 특징짓는 요소라고 주
장한다.121 영화관의 어둠은 주로 현실 공간과 외부 세계를 가리고 잊도록 하는 
장치로서 받아들여졌고, 영화이론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위치 감각의 상실이나 
현실과의 단절과 같은 어둠 공간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름스는 영화관이 제공된 대상의 수용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 자극을 제거함

119 루돌프 하름스, ｢집회소로서의 영화관｣, 매체로서의 영화, 꿈공장의 이데올로기 비
판: 루카치에서 그레고르까지, 카르스텐 비테 엮음, 박흥식·이준서 역, 이론과실천, 
1996, p.219.

120 Ibid.
121 Casetti, Francesco. The Lumière Galaxy: Seven Key Words for the Cinema to Com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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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필수적 차단”을 행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122 이때 어둠과 가장 밀접
한 연관을 맺고 있는 외부 자극은 시각적 자극으로, 어둠은 공간 구조 및 공간 
속 대상에 대한 시각적 파악을 즉각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앞서 미니멀리즘
에서 빛이 관람자의 또렷한 시야를 가능하게 하고 빛과 대상의 물질적 구조가 
부딪혀 생성되는 그림자가 전시 공간의 모퉁이, 바닥, 천장과 같은 공간 구조의 
윤곽을 배가함으로써 관람자와 전시 공간 간의 활발한 관계맺음을 이끌어냈다
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밝은 공간이 공간 내에서 자기 자신 또는 다른 대상의 
좌표화를 용이하게 하고 신체 감각의 고양을 이끌어낸다면, 암흑에 가까운 영화
관의 어둠은 이와 정반대의 효과를 산출한다. 대상에 대한 지각이 불가능해진 
밤의 공간에서 주체는 지각의 정박지를 잃고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메를로-퐁티가 어둠이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현상학적 장애를 예증한다. 
영화관에서 어둠은 단순히 눈을 조금 덜 보이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
자의 신체 및 공간 지각에도 깊이 영향을 미친다. 공간 지각을 무화하는 어둠의 
성질과 관련하여 하름스는 영화관의 어둠을 “무공간의 어둠”으로 부르기도 하였
다.123

   영화이론 분야에서 현실을 차단하고 망각시키는 어둠의 이러한 성질은 종종 
몽상, 에로티시즘, 최면 등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었다. 로버트 스밋슨(Robert 
Smithson)은 영화관에 앉아 영화를 보는 일의 빨려 들어가는 듯한(engulfing) 
무기력함을 묘사한다. 강렬한 어둠은 우리를 세계로부터 분리시켜, 시각에 의해 
몸이 종속된 또 다른 현실에 우리를 가둔다. 영화관에 간 관객은 부동자세로 보
고 듣기만 할 수 있고,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외부 세계
와의 연결을 잃는다.124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또한 영화를 보는 경험을 
최면에 걸리는 경험에, 어두운 영화관 공간에 들어가는 의식을 “최면 준비 상태”
에 비유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영화관의 어둠은 “((최면 직전의) 몽상(reverie)
의 물질 자체”이자, “확산된 에로티시즘”의 색이기도 하다. 바르트는 영화관에서 

122 루돌프 하름스, ｢집회소로서의 영화관｣, 매체로서의 영화, 꿈공장의 이데올로기 비
판: 루카치에서 그레고르까지, 카르스텐 비테 엮음, 박흥식·이준서 역, 이론과실천, 
1996, p.220.

123 Ibid.
124 Smithson, Robert. "A Cinematic Atopia." The Collected Writings of Robert 

Smithson, edited by Jack Flam, Berkeley, 1996, pp.1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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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성(worldliness)과 몸의 부재 현상을 현대적(modern) 에로티시즘으로 규정
하고, 도시적 어둠이 몸의 자유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125 스밋슨이 이야기
하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 및 바르트가 주장하는 ‘몸의 자유’는 메를로-퐁티가 
설명한 어둠-공간에서의 분열증적 정박지 상실의 증상들로 이해할 수 있다.
   어둠이 제공하는 매혹과 관람자의 신체로 대표되는 현실적·물질적 세계에 대
한 망각은 스크린에 대한 매혹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영화관의 어둠은 
관람자의 의식을 물질 공간과 단절시키고 관람자를 ‘다른 어딘가’로 이동시키는
데, 이때 어둠에 의해 세계와 단절된 관람자가 향하는 ‘다른 어딘가’가 바로 스
크린이다. 즉 어둠의 정신분열적 효과는 스크린이라는 가상 공간에 대한 몰입과 
매혹을 강화한다. 영화관이든 미술관이든 어둠 자체를 전시하는 것을 목적하는 
공간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어둠의 경험은 스크린의 경험과 함께 이루
어지므로 블랙박스 공간의 경험에 대한 분석은 스크린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스크린의 매혹적 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위시
한 6-70년대 영화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68혁명 이후 영화 비평계는 
자본주의 타파를 표방하며 방향전환을 선언하였으며, 영화가 이데올로기를 전달
함으로써 주체 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들이 특히 우려했던 것은 
관람자의 비판의식을 무화하는 스크린의 매혹적인 본성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철
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는 가족, 종교, 정당, 미디어, 예술, 노동조
합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 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를 주창하였
는데, 영화 또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에 속하므로 영화 이론가의 일은 이미
지, 내러티브, 편집, 사운드와 같은 스크린 내부적 요소들이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로
라 멀비(Laura Mulvey)의 논문 ｢시각적 쾌와 내러티브 시네마｣(1973)를 중심
으로 활성화된 이 시기 페미니즘 영화이론은 영화를 여성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주요 장소 중 하나로 보았으며, 헐리우드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 
관객을 현혹하여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주체를 재생산하는지 밝히고

125 Barthes, Roland. "Leaving the movie theater." The Rustle of Language, Oxford, 
1986, pp.345-346.



- 46 -

자 하였다.
   그러나 6-70년대 이론가들이 영화 상영 조건의 매체적이고 물리적인 특성
보다 영화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스크린
은 단순히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매체적 본성상으로도 특수
한 장치이다. 전통적으로 스크린에 대한 주류적 논의가 스크린 안에서 무슨 일
이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본고는 “캔버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창
문”126으로서 스크린이라는 장치 자체가 감상자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특수성에 
좀더 주목하고자 한다.
   영화에 대한 마이클 프리드의 짧은 분석은 스크린의 매체적 본성을 이해하
기 위한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다. 모더니즘 미술이론가로 활동했던 프리드는 ｢
미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1967)에서 미니멀리즘 미술이 사물을 그
대로 현전시킴으로써 타 분야인 연극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고 주장하였다. 각 분야가 그 분야의 매체적 방법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모더니
즘 미술론을 계승한 프리드에게 연극(theatre)이나 연극성(theatricality)은 미
술에 가해지는 위협이나 다름없었다. 같은 글의 후반부에 프리드는 하나의 예술
만이 그 자체의 본성으로써 연극을 벗어날(escape)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영화이다.127 프리드에 따르면 영화는 극복하고자 하지 않고도 자동적으
로 연극을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러한가? 프리드는 그 근거로 스크린이 우
리와 특정한 물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서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든다. 프리드에 따르면, 영화 안의 배우들은 물리적 실체로서 현존하지 않고, 
영화 자체도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투사된다.128 즉 프리드는 스크린 속 대
상들이 다른 장르의 예술 작품과 달리 본성상 ‘물리적으로 현전’될 수 없기 때
문에 영화가 연극과의 접점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스크린의 현상학
이 고유한 비물질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프리드의 짧은 논의가 시사하는 것처럼, 스크린은 우리와 특수한 물리적 관
계를 맺는다. 즉 스크린과 스크린이 보여주는 내용물은 현실 공간을 점유하는 
126 Casetti, Francesco. The Lumière Galaxy: Seven Key Words for the Cinema to 

Com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204.
127 Fried, Michael. "Art and Objecthood" Art and Objecthood: Essays and Review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164.
128 Ibid., p.171.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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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대상들과는 본성상의 차이를 보인다. 사각형 지지체에 의존하는 캔버스로
서 스크린 자체는 물질에 속하나, 스크린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부 비물질이기 
때문이다. 케이트 몬들로흐(Kate Mondloch) 또한 스크린을 물질적 표면인 동시
에 정신적 투사의 장소로 정의하고129, 물질이자 비물질이라는 스크린의 이중성
을 강조한다.130 즉 스크린이란 물질 공간에 걸쳐 있으면서도 관객들을 언제든 
가상의 비물질 공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장치이다.
   스크린을 ‘가상적 창문(the virtual window)'에 비유한 앤 프리드버그(Anne 
Friedberg)의 논의에서 스크린과 비물질성 및 가상성의 연관 관계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프리드버그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처
럼 스크린이라는 가상적 창문이 주어진 물질 공간 너머를 내다보게 함으로써 
시간, 공간, 물질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조리개
(aperture)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131 프리드버그는 스크린이 “물질적인 것(the 
material)에 대한 비물질적 대리물(immaterial proxy)"이라고 주장하고, 물질에 
대한 “대체물(substitute)"로서의 성격을 '가상성(virtuality)'의 사전적 정의와 
연관 짓는다.132 '가상적인’을 뜻하는 ‘virtual'의 사전적 정의는 “물질의 대행
(agency) 없이도 작용하는(acting) 힘과 관련되거나 그러한 힘을 소유하는”이
다.133 즉 ‘가상적인 것’이란 물질 대상의 현존 없이도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원래의 물질 대상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한 의미에서 스크린은 가상적이며, 가상적일수록 가장 강력하기도 하다. 에리카 
발솜은 스크린과 창문에 대한 프리드버그의 비유에 덧붙여 “스크린은 그것의 
존재(existence)가 통째로 잊혔을 때 가장 유능한 것이다.”라고 하였다.134

   스크린의 물질성 또는 비물질성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스크린이 빛으로써 

129 Mondloch, Kate. "Be Here (and There) Now: The Spatial Dynamics of 
Screen-Reliant Installation Art." Art Journal 66.3, 2007. p.23.

130 Ibid., p.27.
131 Friedberg, Anne. The Virtual Window: From Alberti to Microsoft. MIT press, 2009, 

p.1.
132 Ibid., p.8.
133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Unabridged, “virtual", 1993. 
134 Balsom, Erika. "Before the Cinematic Turn: Video Projection in the 1970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ied, edited by François Bovier and 
Adeena Mey. Zürich: JRP Ringier, 2015,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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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사실, 그리고 빛의 애매한 물질적 지위로써 뒷받침된다. 
도미니크 샤토(Dominique Chateau)는 그 존재 방식에서는 비물질적이지만 물질 
및 물질과 맺는 모든 감각적 관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물질
(quasi-material)'적인 빛의 성질에 주목한다.135 현란하게 일렁이는 빛 자체인 
스크린 위 이미지는 시선을 잡아끄는 스크린의 독특한 매혹적 성질과 결부되기
도 한다. 샤토는 ｢매혹과 부정 사이: 스크린의 힘(Between Fascination and 
Denial: The Power of the Screen)｣에서 친구와 식당에 앉아있는 일상적 상황을 
묘사한다. 식당에서 나는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하려 하지만, 나의 응시는 지속
적으로 식당 안에 있는 TV 스크린을 향한다. 내가 스크린으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저항할 수 없게 끌어당긴다. 샤
토는 스크린에 대한 이러한 매혹을 치명적인 불빛에 이끌리는 곤충에 비유하면
서, 스크린 이미지가 실제로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 비유의 설득력
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136 스크린의 매혹에 대한 생리학적 설명도 있다. 신
경과학자 크리스토프 코흐(Christoph Koch)에 따르면, 검은 정장들 사이의 새
빨간 야회복과 같이 그가 ‘두드러지는 대상(salient objects)'이라고 부르는 특정
한 대상들은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의를 끈다. 코흐는 술집에 설치된 TV 속 영상을 ‘두드러지는 대상’의 대표적 
사례로 든다.137

   스크린은 찰나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채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잡아둔다. 샤토는 스크린이 최면적(hypnotic)이며, 스크린
의 빛이 최면술사의 응시를 대체한다고 이야기한다. 샤토가 지적하듯, 플라톤은 
이미 동굴의 비유를 통해 스크린이 제공하는 매혹의 강력함을 예고한 바 있다.138 
동굴의 비유에서, 빛이 동굴 벽에 만드는 만물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죄수들이 

135 Chateau, Dominique. "Between Fascination and Denial: The Power of the Screen." 
Screens. From Materiality to Spectatorship–A Historical and Theoretical 
Reassessmen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6, p.192.

136 Ibid., p.197.
137 Koch, Christof. The Quest for Consciousness: A Neurobiological Approach, 

Englewood: Roberts & Company Publishers, 2004, p.161.
138 Chateau, Dominique. "Between Fascination and Denial: The Power of the Screen." 

Screens. From Materiality to Spectatorship–A Historical and Theoretical 
Reassessmen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6,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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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부터 눈을 떼어 광원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제3자인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야만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죄수들은 벽을 쳐다보고 있는 자신들의 상
태로부터 결코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자신들을 풀어 주고 위로 인도하려
고 꾀하는 자를 죽일 수만 있다면 죽여 버리고자 할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죄수들’의 특수성에서 찾는 시도를 막고자, “이상한 죄수들”이 
아니냐는 반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단언한다.139 샤토는 이처럼 스크
린에 대한 매혹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류 공통의 조건”이라고 본다.140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스크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스크린이 매혹을 
발산하는 표면인 동시에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버그는 스크린과 창문 사
이의 유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문과 스크린이 모두 “표면이자 프레임”이라고 
지적한다. 프리드버그에 따르면, 스크린은 “이미지가 던져지는(cast) 반사적 평
면(plane)인 동시에 시야를 한정하는 프레임”이다.141 프리드버그는 초기 르네
상스의 철학자 예술가였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가 
1435년에 쓴 회화론(De Pintura)에서 창문과 사각형 이미지 사이의 연결고리
를 찾았다. 알베르티는 회화의 사각형 프레임을 “열린 창문(aperta finestra)"에 
빗대는데, 프리드버그는 창문의 건축적 형태에 주목하여 지각적 시야의 프레임
으로서 창문의 비유를 활용한다. 즉 스크린이 곧 창문이라고 했을 때, 건축에서 
창문이나 회화의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의 프레임 또한 “분리
(separation)", 즉 “존재론적 단절(ontological cut)"을 의미한다.142 스크린은 벽
의 물리적 표면과 사각형 틀 내부의 광경, 즉 관람공간의 물질성과 사각형 틀 
안의 가상적 비물질성을 구획하고 분리한다. 스크린은 ‘볼 것’의 범위를 프레임 
안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바깥의 물질 공간에 대한 주의를 최소화한다. 게다가 전
통적인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바깥의 물질 공간이 짙은 어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프레임으로서 스크린의 기능은 더욱 극대화된다.

139 플라톤, 국가(政體), 박종현 역, 서광사, 2005, pp.449-453.
140 Chateau, Dominique. "Between Fascination and Denial: The Power of the Screen." 

Screens. From Materiality to Spectatorship–A Historical and Theoretical 
Reassessmen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6, p.197.

141 Friedberg, Anne. The Virtual Window: From Alberti to Microsoft. MIT press, 2009, 
p.1.

142 Ibi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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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어둠과 스크린으로 구성된 블랙박스 공간에서 관람자는 창밖을 내다
보는 몽상가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어둠이 관람자가 위치한 물질 공간의 존재를 
가리고 망각하게 한다면, 스크린은 관람자의 시선을 끌고 관람자로 하여금 프레
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관람자의 주의가 물질 공간으로 
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지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볼 것’과 외부 공간을 구
획하는 사각형 프레임으로서 스크린의 기능이다. 스탠리 카벨(Stanley Cavell)
은 스크린이 나를 비가시화함으로써 나를 그것이 붙잡고 있는 세계로부터 가리
는(screen) 동시에 나로부터 세계의 존재(existence)를 가린다고 주장하며, 가
리는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사각형으로 고정된 ‘스크린-프레임’의 존재에 
주목한다.143 블랙박스 공간에서 스크린-프레임은 ‘가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을 분리하는 동시에 후자를 억압한다. 그러나 이렇게 고정된 틀이 깨지고 영상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종류의 감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작업들
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4. 미술관 안으로 들어온 블랙박스 :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

   1960년대에 미니멀리즘은 작품에 대한 현상학적 경험을 장려하고 전시 공간
의 건축적 요소들에 깊게 관여함으로써 전시 공간을 지각의 장으로 바꾸어 놓
았다. 그러나 미니멀리즘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거치며 미술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영상은 하얗고 밝은 미니멀리즘의 공간에 시네마의 어둠을 
들여왔다. 시네마 블랙박스의 어둠은 미니멀리즘이 만들어 놓았던 것과는 매우 
다른 감상의 패러다임을 확립한다. 마이클 프리드에 따르면 ‘현존성
(presentness)'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적 특징이자 미니멀리즘이 연극과 교차하는 
부분인 데 반해, 영화는 스크린 속 내용물이 물질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자동적으로’ 사물성의 위협으로부터 비켜난다. 미니멀리즘의 경험이 현존

143 Cavell, Stanley. The World Viewed: Reflections on the Ontology of Film.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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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험이라면, 시네마의 경험은 부재로 특징지어진다. 스크린 속 대상은 물
질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과거의 유령이고, 공간은 어둠으로 인해 삭제되어 있으
며, 관람자는 자신의 현존을 망각한다. 노암 엘콧(Noam Elcott)은 프리드가 공
격했던 미니멀리즘 작품들이 공간의 생리적(physiological)이고 제도적인 구축
에 근거하는데 반면, 시네마적 환경은 공간의 생리적이고 제도적인 무화
(annihilation)를 조명한다고 주장한다.144 
   어둠과 스크린의 매혹에 대한 논의가 영화이론 진영에서 일찍부터 활발했다
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 공간 및 신체에 대한 망각이나 몰입 등의 효과는 
영상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설치미술 중 영화와 가장 가까운 일군의 설치 작업
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작업들에서 전시 공간은 화이트큐브 내부의 일정 면
적을 차지하고 있는 블랙박스의 형태 또는 완전히 블랙박스로 대체된 화이트큐
브의 형태로 구성된다. 본고는 Ⅲ장에서 주목할 작업들과 블랙박스 형태의 설치 
작업들을 구분하기 위해 후자를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로 부르고자 한다. ‘시네
마적 비디오 아트’란 폐쇄된 어둠-공간, 전면의 단일 스크린, 고정된 좌석과 같
은 전통적 영화관의 조건을 갖춘 비디오 아트 작업을 가리킨다. 
   전통적 영화관의 관습을 따르는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특징은 어둠의 영
역과 빛의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어둠이 관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화이트큐브 또는 일상의 빛에 둘러싸여 있던 관람자는 부스 
형태로 전시장 내부의 제한된 면적을 차지하는 블랙박스 공간 또는 아예 블랙
박스로 대체된 전시장의 문을 여는 순간 갑작스럽게 빛과 차단되어 어둠 속으
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때 관람자는 순간적으로 메를로-퐁티가 설명한 정신분
열적 시공간 감각의 혼란을 겪는다. 그러다 마주한 광원으로서의 스크린은 관람
자를 매혹시키고, 관람자는 주변을 망각한 채 스크린 속 가상 공간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에서는 주로 좌석이 고정되어 있거나 쿠
션 등으로 관람자가 ‘앉을 곳’을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보드리가 “운동 능력의 유예와 시각 기능의 지배”145로 설명

144 Elcott, Noam M. "In Search of Lost Space: Stan Douglas's Archaeology of Cinematic 
Darkness." October, Vol.139, 2012. p.165.

145 장-루이 보드리, ｢기본적 영화 장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효과｣, 사유 속의 영
화: 영화이론선집, 이윤영 엮고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1,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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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네마적’ 경험이 일정 시간동안 지속된다.
   2010-11년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크리스찬 마클레이: 소리를 보는 
경험》에서 상영된 크리스찬 마클레이(Christian Marclay)의 <시계(The 
Clock)>(2010)[도판12]는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형식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규모 영화관처럼 꾸며진 별도의 블랙박스 공간에서 상영되었다. 관
람자들은 암실에 들어와 열을 지은 좌석 중 하나에 앉고, 전면의 사각형 스크린
을 응시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관람하였다.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은 파운드 푸티
지(found footage)를 활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작가는 고전 헐리우드 영화에서
부터 최근 영화까지 수천 편의 영화에서 시계가 나오는 장면이나 시간이 언급
되는 장면을 콜라주하여 편집하였다. 이 작품의 총 러닝타임은 24시간이며, 스
크린 속 시간과 실제 전시장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완벽히 일치하도록 동조화되
어 상영된다. 2011년 당시 미디어아트 웹진 앨리스온에 실린 한 관람자의 평
은 <시계> 전시장의 공간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 그동안 미술 공간 내 영상 작품은 관람자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한 형태였
다. 영상이 지니는 시간동안 감상자를 자리에 붙들고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
지 않거나 주변이 격리되지 않아 끊임없이 유입되는 주변 요소는 작품을 감상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암실이라는 영상에 맞추어진 공간
과 사운드 시스템을 완비한 상영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장이라 
불릴 수 있는 작가 마클레이의 사운드-영상 작업. 리움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보인다.146

   글쓴이의 표현에 따르면 리움미술관이 <시계>의 상영을 위해 마련한 암실
은 “영상에 맞추어진” 공간, 즉 전통적으로 영상 감상에 맞춰 특화되어온 블랙
박스 공간이다. 글쓴이는 이 공간 안에서 관람자가 작품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집중도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감상자를 자리에 붙들고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주변이 격리되지 않아 끊임없이 유입되는 주변 
요소”가 Ⅲ장에서 살펴볼 동시대 비디오 설치 작업의 핵심적 특징이라면, <시계>
의 공간은 전통적 영화관의 형식을 들여옴으로써 그와 다른 집중과 몰입의 경

146 online; https://aliceon.tistory.com/1703 (2021년 4월 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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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기획전 
《하이라이트》에서도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레이몽 
드파르동(Raymond Depardon)과 클로딘 누가레(Claudine Nougaret)의 2008년 
작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Hear Them Speak)>[도판13]가 그것이다. 이 작품
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족들의 목소리와 방언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하
는 33분짜리 영상 작품이다. <시계>를 전시한 리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립미술관 또한 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어둠과 고정된 좌석들, 전면부의 단
일 스크린을 갖춘 블랙박스 공간을 마련하였다. 조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형
식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 소장품전이었으므로, 이 작품이 상영된 블랙박스 공
간은 다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화이트큐브 공간 안에 부스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전시장을 향하는 부스의 검은 외벽에는 캡션과 관련 텍스트
가 적혀 있었고, 글을 읽은 관람자가 공간 안으로 들어와 영상을 볼 수 있는 구
조였다. 이 작품 또한 어둠 속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영상에 집중하는 시네마적 
경험의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이처럼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는 전시될 때 영화관의 조건들을 갖추며, 영화
관과 유사한 감상경험을 산출한다. 그러나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와 시네마 사이
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영화관에서 관객이 2시간 안팎의 영화 러
닝타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달리, 상당수의 시네마적 비디오 작업에
서 영상의 루프는 무한으로 돌아가고 관람자는 영상이 흘러가는 임의의 순간에 
블랙박스 공간에 입장하며, 일정 시간을 머무른 뒤 자유롭게 퇴장한다.147 즉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에서 영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보는 것은 오히려 드
물고, 그러한 방식의 관람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앞서 언급한 마클
레이의 <시계>는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극대화
된 작품이기도 하다. 짧은 영상들의 콜라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어떠한 내러
티브도 없는 유사한 이미지의 연속이므로 오래 감상할 유인이 적은데다가, 작품
은 24시간 계속되지만 9시부터 6시까지 여는 미술관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상이 상영되는 공간

147 물론 작가의 요청에 따라 미술관 측에서 러닝타임에 맞게 블랙박스 공간의 입장 시
간을 정해놓고 다른 때에는 출입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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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장하고 나가는 시간을 관람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네마
적 비디오 아트는 전통적 영화관에서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열린 공간에 가까
워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에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스
크린을 응시하는 동안의 경험에 대해서만큼은 ‘시네마적’이라는 수식어를 유지
할 수 있는 듯하다. 어둠 속 고정된 위치에서 부동자세로 영상에 몰입하는 경험
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형식을 취
하는 상당수의 작품이 드파르동과 누가레의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와 마찬가
지로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내러티브 영화 등 영화관에서 상영될법한 종류의 
영상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명 <시계>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블랙박스 공간이 촉발하는 몰입이 반드
시 전형적인 내러티브 영화를 관람할 때 경험하는 스크린 내용에 대한 몰입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인용된 평에서 확인하였듯, 암실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시계>를 관람하는 관객 또한 영상 자체가 주는 운동감이나 리듬감 등에 충분
히 매혹될 수 있다. 이처럼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폐쇄된 공간 내부에서 어둠
과 스크린이 만나 상승하는 매혹의 구조는 블랙박스 영화관의 구조와 본질적으
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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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시대 미술관의 ‘회색지대’

 

   2장에서 다룬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공간은 빛과 어둠의 완전한 분리를 
특징으로 하지만, 영상 작업을 전시하는 상당수의 동시대 미술 전시 공간은 그
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실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 블랙박스 환경을 갖춰두는 
것은 요즈음의 미술관에서 가장 흔한 일은 아니다. 동시대 미술관은 많은 경우 
완전한 암흑보다는 불을 꺼둔 정도의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관람자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영상을 전시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영화관과 비디오 설치를 전
시하는 동시대 미술 전시 공간 사이에는 경험 양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에리카 
발솜에 따르면, [영화관과 달리] 미술 전시 공간의 경우 조도(照度)는 더 높고 
관람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관람자들 간에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영상은 영화관에서의 “몰두적(absorptive)”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148

   크리시 아일즈는 이러한 현상을 영화관 블랙박스가 화이트큐브 안으로 “접
혀 들어오면서(folding into)" 생기는 것으로 분석한다. 아일즈는 영화관 안의 
관람객들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교류도 없이 각자의 좌석에 
침잠하여 최면 상태에 빠진다는 바르트의 묘사를 인용하면서, 블랙박스가 화이
트큐브 속으로 접혀 들어오는 순간 바르트적 관람 모델이 깨져 버린다고 주장
한다.149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접근법 위에 세워지면서, 암흑이 아닌 ‘어두워
진’ 갤러리 공간은 두 공간의 특성을 결합한 독특한 감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 ‘접혀진’ 공간에서의 감상 경험은 강화된 참여와 운동, 다시점, 몰입과 탈몰
입의 반복 등과 같은 구체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동시대 영상 전시 공간 중 2장에서 규정한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148 Balsom, Erika, Exhibiting Cinema in Contemporary Ar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p.39.
149 Iles, Chrissie, and Thomas Zummer. Into the Light: The Projected Image in 

American Art, 1964-1977.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0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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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제외한 다른 경향의 비디오 설치 공간이 발솜과 아일즈가 언급하고 있
는 공간적 특성들을 특히 잘 보여준다는 판단 하에, 본 장에서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간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를 제외한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공간이란 폐쇄된 어둠-공간, 전면의 단일 스크린, 고정
된 좌석과 같은 전통적 시네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비디오 
아트의 공간이다. 침잠과 몰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네마의 엄격한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 순간 시네마가 억압하고자 했던 공간의 존재감이 드러
나고, 그 결과 이러한 공간에서는 블랙박스적 경험과 화이트큐브적 경험이 번갈
아 또는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독특한 감상 경험이 발생한다. 본고는 동시대 미
술관을 블랙박스적 경험과 화이트큐브적 경험이 팽팽히 대치하며 서로 세력싸
움을 하는 장으로 상정하고, 지정학적 ‘회색지대’ 경험이 내포하는 경쟁과 긴장
의 함의로써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회색지대’로서의 동시대 비디오 설치 전시 공간의 특성을 살피
기 위해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다시 참고할 것이다. Ⅱ장에서 본고는 민코프스
키의 이론을 이어받아 밤의 공간과 정신분열증적 체험을 연관 짓는 메를로-퐁
티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 다룬 내용은 지각의 현상학 2장 2절 ‘공
간’ 중 D)파트 ‘체험된 공간’ 전반부에 해당하는 ‘밤의 공간성’에 대한 분석 부
분이다. D)파트 중반부부터 메를로-퐁티는 논의를 더 진행시켜 이러한 밤의 공
간이 지니는 침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정신
분열증적인 밤의 공간은 낮의 공간을 침투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밤의 공
간은 낮의 공간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스스로를 입증한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면서 메를로-퐁티는 외젠 민코프스키나 프란츠 피셔 등 1900년대 
초중반 현상학적 정신의학자들의 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공간의 이중구
조에 대한 논의는 메를로-퐁티 현상학의 독자적인 주장이다. 본 장에서는 메를
로-퐁티가 설명하는 공간의 독특한 이중구조를 통해 동시대 미술관에서의 회색
지대 공간의 특성을 이해해본 후, 이를 실제 작품들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 57 -

1. 정신분열증적 공간의 침투가능성과 공간의 이중구조

   II장에서 살펴보았듯, 메를로-퐁티는 정박지 없는 밤의 공간이 제공하는 불
안의 경험을 정신분열증의 체험과 유비한다.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현실과의 연
결 상실 및 시공간 감각의 붕괴로 정리한다면, ‘지금, 여기’의 감각을 잃어버리
고 혼란을 겪는 어둠 속의 주체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진술과 어둠의 경험을 연결 짓는 메를로
-퐁티의 주장은 정신의학자 민코프스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메를로
-퐁티는 정신분열증적 공간의 침투적 성질 및 공간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추가
적 분석을 통해 이 논의를 정신의학에서 공간 현상학의 영역으로 가져온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어둠 공간과 명징한 공간은 완벽히 분리되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정신분열증적 어둠 공간이 침투적 성질을 지니
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결과 명징한 공간은 병적인 또다른 공간성에 의해 둘러
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침투되어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150 메를로-퐁
티는 이러한 공간적 구조를 ‘제2의 하늘’ 비유를 통해 형상화하고, 이 비유를 
통해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신분열증의 증상적 특징은 갑작
스런 침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산에서 풍경을 보다가 갑자
기 출처 없는 위협을 느끼거나 명령과도 같은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메를로-
퐁티는 이러한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마치 “저녁의 푸른 하늘을 침투해버리는 
까맣고 경계 없는 제2의 하늘”과 같다고 비유하고, 이를 “보이는 공간을 가로지
르는 두 번째 공간”으로 명명한다.151 이때 ‘푸른 하늘’이나 ‘보이는 공간’은 우
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물질 세계에 기반한 객관적 공간이자 지각이 정박가
능한 명징한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전통적 공간론과 달리 객관
적 공간 이외의 다른 공간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그것이 ‘제2의 하늘’ 또는 객
관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두 번째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 공간은 물질보다는 증
상이나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서도 메를로-퐁티는 두 공간
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공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정신분열증적 증상의 진단

150 PhP, p.339.
1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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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상적 상태와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둠 공간 또한 
명징한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공간으로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공간의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의 대상을 병리적 현상에 한정
짓기보다, 논의가 포괄하는 범위를 좀더 확장하여 꿈이나 신화의 공간에서도 이
중적인 구조를 찾아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메를로-퐁티는 상승하거
나 하강하는 이미지가 등장하는 꿈의 사례를 통해 일견 임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꿈의 공간이 어떻게 현실 공간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 설명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날아가다가 총에 맞아 낙하하는 새의 이미지와 같이 꿈
에서 만날 수 있는 상승 또는 하강의 이미지는 사실 호흡 불안정이나 성적 욕
망과 같이 현실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신체적 사실들이 꿈의 공간으로 들어와 
“다른 무대에서 상연”된 결과이다. 메를로-퐁티는 꿈의 환상들이 명징한 공간
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관찰가능한 대상들(objets observables)을 심지어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꿈의 공간은 현실의 객관적 공간을 
‘가로질러’ 자리 잡고 있으므로 객관적 공간의 사실들이 꿈의 공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메를로-퐁티는 신화나 시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상승과 하강의 테
마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152 
   원시 사회의 신화적 공간 또한 객관적 공간과 이중의 구조를 형성한다. 메를
로-퐁티는 원시인들에게 꿈이 지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시 사
회의 신화적 공간에서는 공간과 위치가 사물들의 객관적 위치가 아닌 공간 내
에 자리한 정서적 실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153 가령, 한 원시인이 
자기네 종족의 야영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준거점이 될 만한 객관적 지
형지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다. 원시인들은 마치 자신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장소를 자연스
럽게 향할 수 있다. 
   꿈의 공간과 신화적 공간에서 기반이 되는 공간은 물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간, 즉 꿈을 꾸고 있는 주체가 실제로 위치하고 주체의 신체적 현상들이 발생
하는 공간이나 원시 종족의 야영지가 지형지물에 근거하여 실제로 위치하고 있
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현실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제2의 공간이 

152 PhP, 336.
153 Ph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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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바로 이미지가 펼쳐지는 꿈속의 공간과 부족의 구성원들에게 정서로써 표
상되는 공간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2의 공간들은 자신들이 ‘가로지르고 
있는’ 첫 번째 공간, 즉 객관적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는 존재할 
수 없다. 메를로-퐁티 또한 신화적이고 꿈같은 의식이나 광기가 스스로 안에 
밀봉되어 갇혀 있는 “작은 외딴 섬”이 아님을 강조한다.154 꿈꾸는 동안 우리는 
세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꿈의 공간은 명징한 공간과 격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명징한 공간의 요소들을 사용하며, 광기가 돌고 있는 것 또한 세계의 
둘레이다.155 결국 메를로-퐁티가 그리고 있는 공간의 이중구조 하에서 주체들
은 제2의 공간에 침잠하고 그 안에 격리되기보다 두 공간을 끊임없이 오가며 
각 공간의 특성을 체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메를로-퐁티는 보다 일상적인 사례들에서도 공간의 이중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지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제공된 환경을 세계의 중심인 양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지만, 이 
[물질적] 환경이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나는 
여기에 머물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être ailleurs)” 수 있다.156 본고에
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메를로-퐁티가 특정 대상이 제공하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서도 공간의 이중구조가 드러날 수 있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내가 콩코드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내 자신이 파리라는 도시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나는 튈르리 궁전 벽돌 하나에 눈길을 쏟을 수 있고, 
그러면 콩코드 광장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더 이상 역사 없는 돌만 남게 된다. 
더 나아가 나는 [그 벽돌의] 오돌토돌한 황색 표면에 시선을 뺏길 수 있는데, 
그러면 심지어 그 돌조차도 사라지고 무한한 물질 위의 빛의 유희만 있을 뿐이
다.157

   위의 사례에서 메를로-퐁티는 신체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객관적 공간에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묘사하며, 특정한 시각적 요소가 이동의 

154 PhP, 345.
155 PhP, 346.
156 PhP, 338.
157 PhP,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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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다. 나는 지금 파리라는 도시 안에 위치한 
콩코드 광장이라는 객관적 공간에 물리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내가 갑작스
럽게 튈르리 궁전의 한 벽돌에 시각적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내가 위치한 
객관적 공간을 망각하고 벽돌의 생김새에 몰입하게 된다. 몰입의 강도가 더 강
해져 벽돌의 ‘오돌토돌한 황색 표면’에 강하게 집중하게 되면, 처음의 시각적 자
극을 제공했던 ‘돌’이라는 물질 공간에 속한 요소마저 잊혀지고 빛과 그림자에 
의해 탄생하는 표면 그 자체만 남는다. 이 사례에서 내가 물질 공간을 순간적으
로 망각하게 되는 계기가 물질 공간 속의 어떤 요소라는 점, 그리고 그 요소가 
시각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점은 본고가 도모하는 동시대 미술
관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 대
목에서 미적 지각과 공간의 이중구조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또다른 언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적 중간단계를 제공한다. 
   메를로-퐁티는 꿈, 신화, 정신분열증적 공간의 이중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각
주를 통해 미적 지각의 공간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미적 지각 또한 새로운 공간성을 열어줄 수 있다. 예컨대 예술작품으로
서의 회화는 자신이 색칠된 캔버스라는 물리적 사물로서 거주하고 있는(habite) 
공간 속에 있지 않다.158 직전의 사례에서 콩코드 광장을 걷던 내가 튈르리 궁
전의 벽돌 하나에 시선을 빼앗긴 후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공간을 망각하고 
새로운 시각적 공간으로 진입했듯, 전시장을 걸어 다니며 회화 전시를 감상하는 
관람자 또한 물리적 공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화면에 몰입할 때마다 
객관적 공간을 넘어서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예술 감상과 몰입적 체험 또한 공간의 이중구조로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메를로-퐁티의 공간론은 “나는 여기에 머물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159라는 메를로-퐁티 자신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머물다’와 달리, 두 번째 ‘있다’는 물리적으로 위치함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메를로-퐁티가 비판하고 있는 전통적 공간론에서라면 
이러한 공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 공간론에서는 객관적이고 기하
학적인 의미에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공간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

158 PhP, 340 n.1.
159 Ph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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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로-퐁티가 설명하듯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는 푸른 하늘을 불현듯 가로지르
는 두 번째 검은 하늘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의 증상처럼 침투하
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에 의해 ‘어딘가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다. 메를로
-퐁티의 논의는 공간의 이중구조를 밝힘으로써 물리적 공간 이외의 다른 공간
성이 언제든 우리의 체험에 침투하고 우리를 다른 어딘가로 데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튈르리 궁전의 벽돌이나 회화의 사례를 통해 그러한 갑작스
러운 이동을 촉발하는 자극이 시각적이거나 예술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그리고 비록 메를로-퐁티는 회화를 예시로 들고 있지만, 본고는 메를로-퐁
티가 설명하고 있는 이중의 공간 체험이 오히려 회화보다도 동시대 비디오 설
치에 대한 이해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튈르리 궁전
에서 몰입과 이동을 촉발했던 것이 벽돌의 ‘오돌토돌한 황색 표면’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람자가 한 점의 회화 작품에 매혹된다면 그 매혹을 일차적으로 
촉발하는 것은 캔버스 위에 정지상태로 고정된 물감이 만들어내는 질감이나 시
각적 구성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관람자로 하여금 색감이나 마띠에르와 같은 
그림의 사물적 요소에 탐닉하게 만들 수 있다. 물감이 묻은 캔버스 자체는 고정
된 물질적 대상으로서 물질 공간의 한 요소를 이룬다. 회화는 그 자체로 운동을 
내포하지 않고 사물로서 존재하므로, 시간을 들여 회화를 관조하여도 화면에는 
변화가 없다.160 그러므로 체험의 현상적 측면만 놓고 보았을 때, 그림 캔버스
에 몰입하는 것은 궁전 벽돌 표면에 몰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캔버스에 그려진 물감 자국과 벽돌의 표면 모두 물질적 대상으로서 물질 공간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160 물론 회화의 형식이 아닌 내용에 대한 관념적인 몰입 또한 예술 감상에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 가령 우리는 피에타 회화를 감상하면서 종교적으로 고양되거나 모성
의 숭고함 등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다. 혹은 해변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작
년 휴가의 추억을 떠올리고 상념에 젖을 수도 있다. 회화 감상에서 이러한 종류의 몰
입은 문학에 대한 몰입이나 영화의 내러티브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몰입과 본질적으
로 유사하다. 물론 내용에 대한 관념적인 몰입 또한 총체적인 예술 감상 경험을 이야
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과 
전시장의 공간적 특성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므로, 본고에서는 관념적 몰입에 대한 
논의를 다루지 않는다. 이어지는 장에서 실제 작품을 분석할 때에도 주제의식이나 내
러티브와 같은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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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II장에서 스크린의 매혹적 본성을 분석하면서 살펴보았듯, 스크린이
나 모니터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영상은 현실 공간을 점유하는 물질 대상
들과는 본성상의 차이를 보인다. 사각의 천으로서 스크린은 물질 대상이지만, 
스크린의 내용물인 영상은 비물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은 관
념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물질성에 온전히 귀속되지도 않는 독특한 지위
를 획득한다. 뿐만 아니라 영상은 운동을 내포하므로, 시간을 들여 회화를 들여
다보는 것과 달리 영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상 자체의 운동에 의식을 내맡기
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영상은 본성상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람자를 ‘다른 어딘
가’로 이동시키는 성질을 지니며, 영상이 관람자를 인도하는 곳은 메를로-퐁티
가 설명하는 꿈꾸는 자와 원시 부족의 사례에서 설명하는 꿈속 공간이나 ‘평화
와 기쁨’ 등 정서적 공간과 같은, 물질 공간 너머 가상적 비물질 공간이다.
   이에 더하여,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간에 상존하는 어둠 또한 전시 공간의 
이중구조를 강화한다. 비록 영화관에서와 같은 암흑은 아니지만, 미술관에서의 
어둠 또한 공간의 구조를 가리고 관람자의 주의를 영상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메를로-퐁티는 어둠이 ‘지금, 여기’의 시공간적 감
각을 약화시킴으로써 주체가 현실에 정박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비디오 
설치 작업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물질 공간에 대한 정박 실패의 경험은 특히 관
람자가 잠시 멈추어 개별 영상들에 집중할 때 가장 강화된다.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이 운동하면서 관람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동안, 배경의 어둠은 
대비로 인해 더욱 짙게 느껴지고 관람자는 순간적으로 현재의 물질 공간을 망
각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몰입의 경험이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유지되도록 설계된 
영화관에서와 달리, 미술관에서 관람자는 영상에 대한 몰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어렵다. 관람자가 작품과 작품 사이, 또는 하나의 작품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걸어 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람자의 동선 안
에서 전시장 안의 벽이나 기둥, 또는 타인의 존재가 불쑥불쑥 나타났다 사라지
고, 관람자는 자신 이외의 또다른 물질 요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공간을 인
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시장의 관람자는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
는 물리적 요소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수시로 ‘지금, 여기’로 다시 불려온다. 
‘다른 어딘가’에 속해 있는 주체의 의식에 물리적 공간의 요소가 계속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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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비디오 설치의 전시 공간은 메를로-퐁티가 대표적인 이중 공간으로 
묘사한 꿈의 공간을 연상시킨다. 메를로-퐁티는 호흡 불안정이나 성적 욕망과 
같은 신체적 사실들이 꿈의 환상에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비디오 설치 전시장에서 물질 공간과 그 안의 물질적 
요소들은 영상이라는 환상에 대한 몰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프로젝션 기법의 도입과 이중구조의 심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미술관에 들어온 영상은 메를로-퐁티가 설명하는 공
간의 이중구조를 발생시켰다. 관람자는 전시장을 걸으며 지각적 장에 위치하다
가 언제든 스크린이나 모니터 속 영상의 공간으로 뛰어들 수 있다. 미술관에 영
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60년대 이후 이러한 관람의 방식은 점차 자
연스러운 것으로 자리잡아갔다. 그러나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공간의 이중성이 
급격하게 심화된 것은 90년대 이후 프로젝션 기법이 작가들 사이에서 널리 상
용화된 이후이다. 본고는 프로젝션 기법의 상용화 및 이미지 프로젝션을 본격적
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작업들의 등장이라는 사건에 주목하여 이 사건이 공간 
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살피고자 한다.
   ‘프로젝션(projection)’은 ‘앞으로(pro-) 던지다(jacere)’를 의미하는 라틴어 
‘proicere'의 명사형인 ‘projectionem'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원상 ‘내던짐’, ‘뻗침’ 
등의 의미를 지닌다.161 어원상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영상 기술의 맥락에서 
‘프로젝션’이란 ‘빛-이미지의 던져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빛-이미
지는 고정된 한 점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이나 벽과 같은 가변적인 평면들 위에 
얹히게 된다. 도미니크 파이니(Dominique Païni)는 프로젝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의 위치 변화에 주목하여 프로젝션을 “빛을 발하는 이미지 이동
(luminous transport of images)"162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161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 Vol.XII, "projection", 1989.
162 Païni, Dominique, and Rosalind E. Krauss. "Should We Put an End to Projection?" 

October, 110, 20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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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션 기술은 90년대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영
화관과 미술관 공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먼저 영화관에서 프로젝션은 이전의 
35mm 필름 영사 방식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대체해갔다. 디지털 프로젝션은 
1999년 6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극장에 들어왔으
나, 당장 정착하지는 못했다. 2011년에야 50%의 미국 극장이 디지털 프로젝션
을 구비할 수 있었다.163 필름에서 프로젝션으로의 이동은 영화의 존재론적 측
면에서는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적 감상 경험의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는 않았다. 영화학자 존 벨튼(John Belton)은 영화관에서 디지털 프로젝션의 도
입이 “활동-사진으로서의 영화(motion-picture)” 경험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
꾸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필름에서 프로젝션으로의 변화를 “거짓 혁명(false 
revolution)"으로 일컫는다.164 여전히 영화관과 스크린의 형태 및 고정된 좌석
에 앉아 전면을 응시하는 감상의 방식이 유지되므로, 관람자의 체험 측면에서 
디지털 프로젝션의 경험은 전통적인 35mm 필름의 경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심지어 또다른 영화학자 자크 오몽(Jacques Aumont)은 영화 이론에서 프
로젝션의 빛이 고정된 장치로서 상존하기 때문에 종종 잊혀진다고 이야기한다.165

   그러나 동시대 미술관에서 프로젝션이 차지하는 입지는 영화관에서와 다르
다. 에리카 발솜은 영화에서 프로젝션이 이미지의 실현(realization)을 위한 수
단일 뿐이라면, 비디오에서 프로젝션은 전시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매김
했다고 주장한다.166 백남준, 스타이너와 우디 바슐카(Steina and Woody 
Vasulka), 비토 아콘치(Vito Acconci)와 같은 제1세대167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163 Balsom, Erika. "Before the Cinematic Turn: Video Projection in the 1970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ied, ed. François Bovier and Adeena 
Mey. Zürich: JRP Ringier, 2015, p.60.

164 Ibid.
165 Ibid., p.59.
166 Ibid.
167 도미니크 파이니는 비디오 아트의 역사를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분절하여 이해한다. 

제1세대인 백남준, 스타이너와 우디 바슐카(Steina and Woody Vasulka), 비토 아콘
치(Vito Acconci). 비디오를 회화적이고 조각적인 형태로 연장하고자 했던 빌 비올
라(Bill Viola), 게리 힐(Gary Hill), 토니 아워슬러(Tony Oursler) 등의 제2세대. 영
화를 전유하고 영화의 영향력을 탐구하고자 했던 제3세대와 제4세대 (더글러스 고
든(Douglas Gordon),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더그 앳킨(Doug Aitken), 에이야
-리사 아틸라(Eija-Liisa Ahtila) 등). (김지훈 (2016)에서 재인용) 



- 65 -

주로 TV 모니터를 활용한 전시를 선보였다. 그러나 1990년 가벼운 무게와 향
상된 이미지의 질을 자랑하는 LCD 프로젝터가 작가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점차 모니터가 아닌 프로젝션을 활용한 전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168 발솜은 
스탠 더글러스(Stan Douglas), 개리 힐(Gary Hill),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빌 비올라가 참여한 제9회 카셀 도큐멘타(1992)를 기점으로 비디오 
전시의 지배적 형식이 모니터에서 프로젝터로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169 리
즈 코츠 또한 비슷한 시기인 1993년 데이빗 즈워너(David Zwirner) 갤러리에
서 열린 스탠 더글러스와 다이애나 세이터(Diana Thater)의 전시를 중요한 분
기점으로 지적한다.170 이론가마다 미묘한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90년대 초중반 미술관에서 대대적인 프로젝션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영화관에서와 달리, 미술관에 도입된 프로젝션은 감상 경험의 성격을 본질적
으로 바꿔놓았다. 발솜은 프로젝션이 비디오를 텔레비전으로부터 떨어뜨림으로
써 이미지, 관람자, 주변 건축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171 
먼저, 프로젝션은 관람자가 이미지를 대면하는 새로운 양상을 제시하였다. 텔레

168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비디오 프로젝션 기술은 존재했으며, 프로젝션을 활용하여 작
업하는 작가들 또한 있었다. 텔레비전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는 장치인 아이
도포어(Eidophor) 시스템은 1939년에 발명되었고 1944년 시판되었다. 
CRT(Cathode Ray Tube, 음극선관) 프로젝터도 193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다. CRT 
프로젝터는 아이도포어 시스템만큼 밝거나 규모가 큰 이미지를 생산하지는 못했으나 
더 싸고 휴대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다. 6-70년대 작가들도 CRT 프로젝터를 활용
한 프로젝션 작업을 선보였으며, 대표적으로 피터 캠퍼스의 <인터페이스
(Interface)>(1972)[도판14]와 <그림자 프로젝션(Shadow Projection)>(1974)[도
판15]에서 폐쇄회로 시스템을 통해 관람자의 생생한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한 용도
로 프로젝션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CRT 프로젝터의 단점인 고비용, 낮은 질의 
이미지, 투사 이미지 크기의 제한, 장치의 큰 규모로 인해 90년대 초 이를 해결한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 프로젝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프로젝션 기법이 미
술관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Balsom(2015), pp.60-63)

169 Balsom, Erika. "Before the Cinematic Turn: Video Projection in the 1970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ied, ed. François Bovier and Adeena 
Mey. Zürich: JRP Ringier, 2015, p.61.

170 Kotz, Liz. "Video Projection: The Space Between Screens", Art and the Moving 
Image: A Critical Reader, London: Tate Publishing and Afterall, 2008, pp.102-104.

171 Balsom, Erika. "Before the Cinematic Turn: Video Projection in the 1970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ied, ed. François Bovier and Adeena 
Mey. Zürich: JRP Ringier, 2015,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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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모니터를 활용한 초기 비디오 작업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발솜이 “가정용 
가구의 규모”로 묘사하는 인간형태적이고 친근한 규모이다.172 전시장 안에 놓
여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는 한 면에서 영상이 나온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일견 
미니멀리즘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관람자는 조각 작품을 감상하듯 작품 주
변을 돌다 작품의 ‘특정 부분’, 즉 액정화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마
주한다. 그러나 프로젝션이 도입되면서 이미지의 규모에 제한이 없어졌고, 그 
결과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이미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자와 만나게 되었다. 또한 모니터 시절 비디오 이미지가 조각처럼 전시장의 
정해진 공간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미지 프로젝션은 관람자의 시
야를 가득 채우거나 관람자를 둘러싸는 등 이미지와 전시 공간의 관계를 변화
시켰다. 서론에서 언급한 동시대 미술의 ‘영화적 전환’은 넓은 의미에서 동시대 
미술관에서 영상의 증가 현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좁게는 90년대 대규모 비
디오 프로젝션이 동시대 미술관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생한 환영
주의나 스펙터클 등의 새로운 특성들을 영화의 효과와 연관 지어 이해하는 과
정에서 탄생한 조어이기도 하다.173

   미술관에 도입된 프로젝션은 한편으로는 전시 공간의 비물질성과 몰입적 성
질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니터 또는 스크린을 벗어난 영상이 물질 
공간과 강화된 유착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물질 공간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한
다. 이에 따라 본고는 프로젝션 기법이 공간 경험의 측면에서 공간의 이중구조
를 심화시키는 방향을 향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지는 절에서 이중구조가 어떻게 
심화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2.1 환영주의와 몰입의 강화

   도미니크 파이니는 우리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다. 첫 번째는 이미지와 분리불가능한(indissociable), 즉 이미지와 딱 붙어있는 

172 Ibid., p.64.
173 Ibid.,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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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지지체를 통해 이미지를 얻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에 적용되는 설명이기도 하다. 그림은 캔버스, 사
진은 인화지, TV 모니터 속 영상은 모니터라는 물질적 지지체와 붙은 채 고정
되어 있다. 파이니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광선을 일시적으로
(ephemerally) 가로막는 프로젝션 슬라이드를 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장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이미지 프로젝션에 해당한다. 물론 이미지 프로젝션
도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물질적 지지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으
로 형성된 이미지들과 달리 이미지 프로젝션은 지지체와 붙어 있지 않다. 광원
인 프로젝터의 위치가 틀어지면 이미지는 지지체를 쉽게 벗어날 수 있고, 프로
젝터와 프로젝션 슬라이드 사이에 또다른 물리적 대상이 개입하면 이미지는 그 
대상에게로 옮겨가버린다. 이미지 프로젝션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파이니는 프
로젝션 슬라이드가 이미지와 유착되는 것이 아닌, 광선을 “일시적으로”만 “가로
막는” 것임을 강조한다.174

   파이니의 언급은 여타의 이미지와 구별되는 이미지 프로젝션의 독특성을 잘 
드러낸다. 파이니가 설명하는 이미지 프로젝션의 독특성이란 곧 강화된 비물질
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컨대 그림이나 사진은 캔버스 위의 물감 자국 또는 
감광막에 새겨진 빛의 자국이며, 그 자체로도 물질로서 존재하고 물질적 지지체
와 결합한다. 모니터 속의 영상은 그 자체로는 비물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
히 물질적 지지체와 유착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젝션의 빛을 통해 생성된 이미
지는 물질적 지지체와 완전히 결합하지 않는다. 리즈 코츠는 1990년대 초 크기
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휴대용 비디오 및 데이터 영사기가 보급되면서 영상이 
두 가지 ‘상자’, 즉 과거에 영상을 담고 있던 상자 같은 텔레비전 모니터와 상자 
같은 영화 관람실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코츠는 이처럼 “상자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beyond the box)”을 “비디오의 오랜 염원”으로 일컬으며175, 

174 Païni, Dominique, and Rosalind E. Krauss. "Should We Put an End to Projection?" 
October, 110, 2004, p.23.

175 비록 코츠의 통찰이 미술관의 역사에서 프로젝션의 상용화가 지니는 의미를 생생하
게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자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을 [모든] “비디오의 오랜 
염원”으로 단언하는 그의 진술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발솜은 코츠의 이 
주장에 대해 상자를 “탈출하는” 것이 모든 초기 비디오 아트의 염원은 아니었다고 
에둘러 반박한다. 발솜은 오히려 텔레비전과의 근접성을 비디오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로 꼽으며, 70년대 비디오 작업 중 텔레비전 모니터를 포함하여 방송 매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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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의 등장이 이 염원이 실현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176 
비디오 아트가 미술관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6-70년대에 상당수의 
작품은 모니터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프로젝션이 상용화되면서 이미지가 
점차 모니터라는 물질적 지지체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코츠가 프로젝션의 등장 이후 이미지가 첫 번째 상자인 모니터
뿐 아니라 두 번째 상자인 “영화 관람실”, 즉 블랙박스로부터도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스크린의 매체적 본성을 분석하면
서도 살펴보았듯, 영화관의 스크린 또한 빛과 빛을 가로막는 거대한 천으로 이
루어진 이미지 프로젝션에 속한다. 그러나 영화관의 스크린은 이미지 프로젝션 
특유의 유동성이 가장 억제된 형태이기도 하다. 영화관에서 불이 꺼지는 순간 
사각형 스크린에 안착된 이미지는 프레임 안에 고정되어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는 순간까지 지지체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지를 투사하는 빛
을 움직이는 신체로써 자유자재로 가로지르고 방해하면서 이미지 프로젝션의 
비물질성을 체험하는 미술관의 관람자와 달리, 영화관에서 관객은 영화의 러닝
타임 내내 빛-이미지가 투사되는 사각형 틀을 침투하지 않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영화관에서 프로젝션의 빛이 고정된 장치로서 상존하기 때문에 종종 잊혀
진다는 오몽의 말처럼, 극장에 앉아 영화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미지가 
사실 빛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미지 프로젝션을 스크린과 일체된 것으로 
믿게 된다. 이것이 존 벨튼과 같은 이론가들이 영화관에서 디지털 프로젝션의 
도입이 영화 경험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시네마에서 프로젝션이 스크린 프레임 안에 맞추어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
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동시대 미술관에서 일차적으로 모니터에서 빠져나온 빛
-이미지는 점차 시네마 스크린, 즉 전면의 단일한 사각형 프레임으로부터도 벗
어나기 시작한다. 작가들은 프로젝션으로 하나 이상의 벽면을 전부 뒤덮거나, 

텔레비전이 가지는 여러 특성을 활용한 작업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발솜 또한 90년대 이후 비디오가 텔레비전 및 텔레비전 모니터와의 연결
을 점차 끊으면서 예술적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발솜은 이 대목에서 비
디오가 텔레비전 모니터를 버림으로써 텔레비전과의 혼동을 피하고 [이미 예술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시네마 및 벽화와 가까워지기를 택하였다는 큐레
이터 마크 메이어(Marc Mayer)의 주장을 인용한다. (Balsom(2015), p.72.)

176 Kotz, Liz. "Video Projection: The Space Between Screens", Art and the Moving 
Image: A Critical Reader, London: Tate Publishing and Afterall, 2008,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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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간의 천장이나 바닥에 영상을 투사하거나, 스크린을 여럿으로 복제하여 
관람자를 둘러싸거나, 공간 안에 함께 전시된 조각적 대상의 표면에 영상을 얹
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에서 관람자는 고정된 액자 또는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
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미지들에 의해 둘러싸이거나, 공간 속을 흘러넘치는 이미
지를 마주하게 된다. 관람 공간의 물질성과 내부 공간의 가상적 비물질성을 구
획하는 장치로서 프레임을 ‘담는 그릇’에 비유한다면, 이 그릇이 깨지는 순간 영
상의 가상적 비물질성은 전시 공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즉, 프로젝션으
로 인해 공간 내 이미지의 전반적인 비물질성은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미지 프로젝션의 강화된 비물질성은 관람자의 감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미지 프로젝션의 본질은 빛이며, 리즈 코츠는 빛에 
왜곡이나 환영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지 프로젝션을 환상과 
결부시킨다. 코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17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90년대 대규모 프로젝션 작업들은 종종 강화된 환영주의 
및 스펙터클적 특성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03년의 옥
토버 대담에서 할 포스터는 투사된 이미지 작업들에 "만연한 회화주의
(rampant pictorialism)" 및 “만연한 가상주의(rampant virtualism)" 경향을 지적
한다. 포스터는 이전 세대 비디오 아트에게 조각적이고 공간적인 관심이 있었다
면, 오늘날 이미지 프로젝션에서는 회화주의와 가상주의가 그러한 관심을 대체
한다고 본다. 포스터에 따르면 투사된 이미지 작업들은 종종 실제 공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며, 심지어는 관람자가 들어오든 말든, 거기에 있든 없든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178 포스터 직후에 발언을 이어받은 앤서니 맥콜
(Anthony McCall) 또한 투사된 필름과 비디오를 사용한 설치작업의 관람자가 
“부동(motionless)" 상태에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6-70년대 현상학적 비디오 설
치와 다른 90년대 이후 프로젝션 비디오 설치의 관람적 특성을 강조한다.179 
   포스터와 맥콜이 진단하듯, 미니멀리즘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6-70년대 비디오 설치가 장치를 노출하거나 전시장 내 관람자의 위치를 가시

177 Ibid., p.102.
178 Turvey, M., Foster, H., Iles, C., Baker, G., Buckingham, M., & McCall, A. "Round 

Table: The Projected Image in Contemporary Art." October, 104, 2003, p.75.
179 Ibid.,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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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으로써 물질 공간과의 직접적 관계맺음을 꾀하였다면, 투사된 이미지 자체
의 환영성이나 가상성이 훨씬 강조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의 프로젝션 작업들
은 이전 세대처럼 지각의 고양과 관련한 현상학적 목표를 표방하지 않는 것처
럼 보인다. 스크린이나 프로젝터 등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조각처럼 물질 공간을 
점유하던 장치가 천장에 매달린 소형 디지털 프로젝터로 대체되는 현상 또한 
이에 일조한다. 관람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올라간 소형 프로젝터는 조용
히 작동되고 눈에 띄지 않아 이미지의 스펙터클한 가상성을 한층 배가하기 때
문이다.180 엘리너 하트니(Eleanor Heartney)에 따르면, 초기 비디오(early 
video)는 반-상품적(anti-commodity)이고 반-제도적(anti-institutional)인 시
대정신을 공유하고 시각적 금욕주의와 매체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 질문들을 제
기하는 6-7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의 시대적 산물이었으나, 오늘날의 비디오 
설치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미술관과 갤러리를 그것의 이상적 환경으로서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작품이 산출하는 스펙터클적 효과에 비해 장치나 기
술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181 즉 프로젝션이 보편화
된 이후 비디오 설치 작업은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장치의 노출을 통한 매체성 
확보나 비판적 효과보다는 이미지가 지닌 매혹적 효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
다.
   빛과 소리로 이루어진 무빙 이미지 스펙터클로서의 성격, 그리고 매혹과 몰
입적 효과에 대한 긍정은 프로젝션을 활용한 비디오 설치 작품의 이해를 위해 
시네마 담론을 다시 소환하는 결과를 낳았다. 프로젝션 작업과 시네마를 연관 
180 타마라 트로드는 이처럼 동시대 미술관에 늘어나는 프로젝션 작업을 기 드보르적 스

펙터클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포스터 등 옥토버 필진들의 관점이 클레멘트 그린버
그에서부터 내려온 모더니즘적 가치평가 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
다. 트로드에 따르면, 2003년의 대담에서 필진들은 6-70년대 비디오 작업과 달리 
오늘날의 프로젝션 작업들이 모니터나 프로젝터와 같은 기계장치의 물질성이나 기계
성을 점차 버리고 스펙터클화 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불안(anxiety)을 표출한다. 필
진들은 모더니즘적 비평의 패러다임에 따라 비디오 기계장치의 물질적 특정성을 고
수하는 6-70년대 작업을 옹호하는 한편 그러한 목표를 표방하지 않는 프로젝션 작
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데, 트로드는 이와 같은 모더니즘의 유산이 프
로젝션 작업들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지금까지의 비평적 담론을 오늘날 미술에 적용
하는 데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Trodd(2011), pp.11-12.)

181 Heartney, Eleanor. "Video Installation and the Poetics of Time", Ravenal, John B., et 
al. Outer & inner space: Pipilotti Rist, Shirin Neshat, Jane & Louise Wilson, and the 
History of Video Art. Richmond, VA: Virginia Museum of Fine Arts, 200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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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이론가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이미지 프로젝션과 영화 
이미지 간의 친연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에리카 발솜은 프로젝션
이 영화적 이미지 제시방식과 특별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182. 발솜은 
더 이상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모니터에 갇히지 않게 되고 거대해진 비디오가 
“영화의 비물질성, 환영주의, 거대증(gigantism)"에 참여한다고 지적한다.183    
   발솜은 프로젝션 작업과 영화가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유사
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주류 영화와 텔레비전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시각적 쾌
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일부러 거친 화질이나 난해한 이미지를 선보였던 
6-70년대의 작가들과 달리, 오늘날 프로젝션을 활용하는 작가들은 고해상도의 
매혹적이고 환영주의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세대에 축출
되었던 내러티브를 가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특정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전
개되는 영상을 활용하는 아이작 줄리언(Issac Julien)[도판16]이나 에이야-리
사 아틸라(Eija-Liisa Ahtila)[도판17]의 프로젝션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 관람
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된 3개 이상의 대형 스크린에서 따로 또는 동시에 
펼쳐지는 영상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주로 단편 영화 형식을 재해석하는 이러한 
작업에서 여러 개의 스크린은 동일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여러 순간을 한꺼번
에 보여주면서 속도감과 몰입감을 고양하거나, 하나의 장면이 점유하는 물리적 
면적을 배가함으로써 시각적 스펙터클을 제공하거나, 내러티브의 여러 측면이나 
대안적 내러티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관람자의 흥미와 집중을 유발하는 
등 영화 이미지의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며 영화의 스토리텔링 효
과를 증대시킨다.
   두 번째 입장은 이미지 제시 방식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간 구성의 차원에서 프로젝션 비디오 설치와 시네마의 친연성을 밝히는 것이
다. 존 레이브널(John Ravenal)은 대규모의 고화질 비디오 프로젝션, 특히 복수
의 동시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람자를 둘러싸는(enveloping) 움직이는 
빛과 소리의 스펙터클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시네마적 미학

182 Balsom, Erika. "Before the Cinematic Turn: Video Projection in the 1970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ied, ed. François Bovier and Adeena 
Mey. Zürich: JRP Ringier, 2015, p.72.

183 Balsom, Erika. Exhibiting Cinema in Contemporary Ar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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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tic aesthetic)”의 포용이 초기 단채널 비디오의 열망을 대체한다고 주장
한다.184 레이브널의 진술은 스펙터클의 발생뿐만 아니라 스펙터클이 관람자를 
‘둘러싼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몰입적 이미지로부터 몰입적 공간 또는 환경
으로 이행하는 담론적 관심을 조명한다. 마찬가지로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시
네마적’ 미학에 주목하는 크리시 아일즈에게서 프로젝션의 도입으로 인한 공간
적 변화는 더욱 강조된다. 아일즈는 비디오 프로젝션이 모니터의 공간적 제약으
로부터 비디오 이미지 형식을 해방시키고 이미지를 수백 배 확대한 다음, 거대
해진 이미지로 하여금 공간 속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surrounding) 
건축적 공간과도 관계를 맺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아일즈에 따르면, 비디오 설
치가 획득한 새로운 시네마적 형식은 멀티스크린 확장영화를 연상시키는 방식
으로 관람자를 둘러싸고(envelop) 폭넓은 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185 특
히 모니터를 사용하였던 이전 세대 비디오 설치와 비교하였을 때 이미지의 확
대로 인해 발생하는 프로젝션 공간과 시네마 공간 사이의 유사성이 잘 드러난
다. 거대한 규모의 이미지 스펙터클로써 관람자를 둘러싼다는 점에서 두 공간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몰입적 성격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레이브널과 아일즈가 이야기하는 프로젝션 공간의 시네마적 특성은 Ⅱ장에
서 분석했던 시네마의 두 요소 중 스크린이라는 요소, 그리고 그 스크린의 연장 
또는 확장과 관련이 있다. 즉, 이들의 관심사는 프로젝션 기법을 통한 이미지의 
확장이나 이미지 배치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감상 경험에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지 자체에 의해 조성되는 스펙터클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지 프로젝션이 제공하는 공간 경
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시네마의 또 다른 요소인 어둠 또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프로젝션 기법은 매체 본성상으로도 어둠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출력 장치인 모니터와 달리 빛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184 Ravenal, John B., et al. Outer & inner space: Pipilotti Rist, Shirin Neshat, Jane & 
Louise Wilson, and the History of Video Art. Richmond, VA: Virginia Museum of 
Fine Arts, 2002, p.1.

185 Iles, Chrissie. "Issues in the New Cinematic Aesthetic in Video", In Tanya Leighton 
and Pavel Büchler (eds.), Saving the Image: Art After Film, Centre for 
Contemporary Arts/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Glasgow/Manchester 
2003, pp.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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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둠이 반드시 필요하
기 때문이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 보면 영상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효과는 모든 
영상매체에 공통적이지만, 모니터의 경우 어둠이 공간적 조건으로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모니터를 활발하게 활용한 비토 아콘치, 
조안 조나스, 브루스 나우먼 등의 1970년대 작업들은 전형적인 화이트큐브 공
간에서 전시되는 경우도 많았다.[도판18, 19, 20] 그러나 프로젝션이 미술관으
로 들어오면서 어둠은 전시장의 공간적 조건으로 자리 잡는다. 이미지 프로젝션 
공간의 시네마적 특성은 이미지 스펙터클뿐만 아니라 어둠이라는 장치까지도 
포함하여 생성된 것이며, 기존의 전시장에 몰입적 이미지와 어둠이 함께 들어온 
순간이 바로 화이트큐브 공간에 블랙박스 공간이 침투하는 순간이 된다. 
   어둠과 대규모 스크린의 결합을 통해 획득되는 프로젝션 공간의 시네마적 
특성은 블랙박스 공간의 전유물로 여겨진 몰입과 매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두 
작업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인 & 루이스 윌슨의 <슈타
지 시티(Stasi City)>(1997)[도판21]와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의 <나
의 바다를 마셔요(Sip My Ocean)>(1996)[도판22]가 그것이다. 두 작품은 공
통적으로 모서리가 맞닿은 두 벽을 가득 채우는 대규모 프로젝션의 형식을 채
택한 작업으로, 폐쇄된 암실까지는 아니지만 영상의 선명도를 해치지 않을 정도
의 어둠과 함께 전시된다. 동 베를린의 옛 슈타지 경찰 본부를 소재로 하는 
<슈타지 시티>의 두 벽은 각각 상반되는 대상, 즉 관찰자와 관찰의 대상이나 
감시카메라와 카메라가 잡는 공간 등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는 반면, 바다 속 환
상적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나의 바다를 마셔요>의 두 벽에는 몽환적인 데칼
코마니 효과를 통해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이미지가 투사된다. 
이처럼 벽을 점유하는 이미지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작품에서 속도감 있게 또
는 몽환적으로 변화하는 이미지는 화면의 증식과 확장을 통해 관람자에게 더 
다채롭고 강렬한 자극을 제공한다. 또한 이미지가 점유하는 면적의 범위를 구획
하던 프레임 없이 천장 끝부터 바닥까지 펼쳐진 이미지는 관람자로 하여금 영
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둘러싸이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만든다. 
두 작품 모두에서, 영상이 투사되는 맞닿은 벽 사이 모서리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의 경우 시야를 가득 채우는 영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최근의 IMAX 시네마 등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블랙박스 형식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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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들에서 점점 증대되는 스크린 크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영
상이 투사되는 면적의 확대는 몰입감의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에 전
시 공간의 물질적 구조를 가리고 영상을 부각시키는 어둠의 존재가 더해짐으로
써 두 작업은 프로젝션 비디오 설치가 어떻게 시네마적 공간 경험의 특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가상적 창문(virtual window)으로 기능하던 기존의 스크린을 들여다보던 경
험에서 대규모 이미지들에 둘러싸이는 경험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시네마가 제
공하던 몰입의 정도를 넘어서는 특수한 감상경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요청하
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줄리아나 브루노(Giuliana Bruno)는 두 개의 벽을 점
유하는 피필로티 리스트의 전면 프로젝션 작업에 대해 설명하면서186, 관람자가 
이러한 "표면 환경(surface environment)"에 완전히 동화되고자 하는 충동을 느
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루노는 이 ‘충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몰입
(absorption)'과 ‘빠져듦(immersion)187' 사이에 존재하는 정도의 차이 또는 두 
개념 사이의 연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브루노의 설명에 따르면, 
'absorption' 개념은 “표면적(superficial)"인 투사 및 “표면이 주는 쾌(surface 
pleasure)"와 관련이 있으며, 'immersion'은 그보다 더 강렬하고 매혹적인 감각
186 본고에서 설명한 리스트의 <나의 바다를 마셔요>는 2017-18년 시드니에 위치한 

호주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ilia, 이하 MCA)에서 열린 개
인전에 전시된 작업이며, 이후의 설명에서 브루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리스트의 작
업은 2008-09년 뉴욕 MoMA에서 열린 개인전에 전시된 <당신의 몸을 쏟아내요
(Pour Your Body Out (7354 Cubic Meters))>(2008)이다. 이 전시는 당시 MoMA의 
아트리움 전체를 이미지 프로젝션으로 뒤덮음으로써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나의 바다를 마셔요>와 <당신의 몸을 쏟아내요>에 활용된 영상은 동일하지 않지
만, 두 작업 모두 두 개의 벽면을 꽉 채우는 프로젝션과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영상
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이어지는 브루노의 설명을 이전까지의 내용과 연결하는 데 문
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87 최근 가상현실이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immersion' 개념은 주로 ‘몰입’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빠져듦’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표면
에 대한/시네마적) ‘몰입’으로 번역한 ‘absorption'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본고는 영
화이론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던 ‘몰입’이라는 번역어를 ‘fascination'이나 ‘absorption'
에 대한 번역어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immersion'이라는 단어가 정신적 뉘앙스
의 ‘몰입’ 외에 지니고 있는 물리적 의미의 ‘담금’이나 ‘에워쌈’ 등의 뉘앙스를 살리
기 위해서이다. 리스트 작업에 대한 브루노의 설명이나 이후에 등장할 그리피스의 
이론에서 ‘immersion' 개념은 공통적으로 스펙터클에 의해 물리적으로 둘러싸이는 
경험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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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쾌의 연장으로 특징지어진다.188 즉 ‘몰입’으로서의 ‘absorption'이 전통적이
고 시네마적인 스크린 매혹과 연관된다면, '빠져듦'으로서 'immersion'은 그와는 
다른 종류의, 그보다 더 강렬한 감상 경험을 나타낸다.
   시각문화사의 관점에서 빠져드는(immersive) 형식들을 연구한 앨리슨 그리
피스(Alison Griffith)의 이론은 동시대 미술관에서 이미지 프로젝션이 제공하는 
특정 감상 경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피스는 기존의 
회화·시네마·TV가 상정하는 관객성 및 감상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관
객성과 감상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며, 자신의 탐구대상을 “관람자를 빠져들게 
하고(immersive) 상호작용적인(interactive) 관람을 가능케 하는 시각적 스펙터
클을 마주할 때 관람자와 스펙터클이 맺는 복합적이고 공간적인(spatial) 관계 
및 감상경험의 신체성”189으로 구체화한다. 그리피스에 따르면, 관객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전형적인 모델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관람자로, 이들은 ① 개별적으로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여 ② 암전 속에서 ③ 평
평한 스크린을 매개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관람하는, 브루노의 구별에 따르자면 
‘absorptive'한 경험을 향유하는 관람자이다. 이와 달리 그리피스가 규정하는 '확
장된 관객성’으로서 ‘빠져드는(immersive)' 감각이란 “세계와 분리된 것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의 감각”190이자, “현상학적이고 공감각적인” 감
각이다.191 
   그리피스는 역사적으로 ‘빠져듦’의 감각과 관련이 있는 네 가지 시각적 환경
의 사례를 드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이미지가 넘실대는 고딕 성당, 관람자를 에
워싸는 원통형 18-19세기 파노라마 회화, 천체투영관, 최근의 IMAX 상영관이 
그것이다. 네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압도적이거나 거대한 스펙터클 이미지가 관
람자를 물리적으로 둘러쌈으로써 빠져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유발하는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피필로티 리스트나 제인 & 루이스 윌슨의 
작업과 같이 거대한 이미지로 관람자를 둘러싸는 경향의 프로젝션 작업을 이해

188 Bruno, Giuliana. Surface: Matters of Aesthetics, Materiality, and Med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104.

189 Griffiths, Alison. Shivers Down Your Spine: Cinema, Museums, and the Immersive 
View.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p.1.

190 Ibid., p.3.
191 Ibid.,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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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브루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빠져드는 환경(immersive 
environment)"을 조성하는 작업의 특수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92 정리
하자면, 물론 동시대 미술관에 나타나는 모든 프로젝션 작업의 목표가 시네마적 
몰입의 강화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시네마적 경향의 강화는 특정 작업들을 중심
으로 분명히 나타난 바 있는 현상이다. 주로 관람자의 시야를 꽉 채우는 거대한 
이미지를 여러 개의 벽면에 투사하여 이미지로써 관람자를 둘러싸는 형태의 작
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극대화되며, 심지어 시네마적 몰입의 강도를 넘어서는 것
처럼 보이는 대규모 전면 프로젝션 작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
을 ‘빠져드는 환경’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경향 또한 나타났다.

  2.2 물질성의 복귀

   이전 절에서 90년대 이후 미술관에 자리 잡은 프로젝션 작업에서 ‘시네마적 
경향’, 즉 스펙터클과 몰입의 효과가 강화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전통적 시네
마의 공간에서 암흑에 가까운 어둠은 물질 공간에 대한 시각적 인지를 차단하
고, 관객은 고정된 좌석에 앉아 전면의 스크린만을 응시한다. 이에 따라 블랙박
스 영화관을 구성하는 어둠과 스크린이라는 공간적 요소는 관람자가 물질 공간
을 망각하고 스크린이 제공하는 광경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동시대 프로
젝션 작업의 ‘강화된 가상성’에 대한 할 포스터의 진단, 레이브널과 아일즈가 이
야기하는 프로젝션 작업의 ‘시네마적 미학’, 몰입과 빠져듦에 대한 이전 절에서
의 분석에 집중하면 동시대 미술관에서 프로젝션 작업의 매체적 본성은 강화된 
시네마로서 ‘지금, 여기’에 대한 관람자의 감각을 흐리고 이미지가 안내하는 다
른 어딘가로의 이동을 장려하는 성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
렇다면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관람자는 바르트가 묘사한 전통적 시네마의 관객
과 유사하게 이미지에 홀린 채 최면에 빠진 몽상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살펴보았듯 이러한 특성은 상당 부분 프로젝션 이미지 자체에 내

192 Bruno, Giuliana. Surface: Matters of Aesthetics, Materiality, and Med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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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비물질성이나 점점 증대되는 작품의 규모, 관람자를 이미지로써 둘러싸
는 경향 등에 기인하며, <슈타지 시티>나 <나의 바다를 마셔요>와 같이 그러
한 경향이 특히 극대화된 작품의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프로젝션 작업을 만나는 경험을 가상성을 지향하는 몰입의 경험으로 일축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6-70년대 비디오 설치를 현상학적이고 체험적인 감상경험
과, 90년대 이후 프로젝션 비디오 설치를 (시네마적) 몰입과 무조건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가?
   분명 이러한 일대일대응은 실제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관람 현상과는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고정된 
위치에서 스크린을 응시하는 시네마의 경험과 전시 공간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비디오 설치의 경험은 동일한 비평적 틀로써 이해하기 어렵다. 
블랙박스와 달리 비디오 설치의 전시장은 폐쇄된 어둠-공간이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어둑어둑한 공간이고, 높아진 조도로 인해 관람자는 공간의 구조나 작품
의 위치, 타인의 존재 등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미술관에서 관람자는 원
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는 물질 공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여러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인지한다. 
   심지어 2.1에서 가장 ‘시네마적’ 경향이 극대화된 사례로 언급한 <슈타지 시
티>와 <나의 바다를 마셔요>의 감상 경험마저도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영화관
의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슈타지 시티>에서 작품은 사방에서 감시받는 
느낌을 강조하고자 방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상영되며, 두 벽을 가득 채우는 프
로젝션 비디오 이미지로부터 뒤를 돌면 거기에도 똑같은 형식의 다른 비디오가 
재생되고 있다.193 즉 4채널 영상으로 이루어진 <슈타지 시티>는 두 개의 영
상이 짝을 지어 인접한 두 개의 벽을 ‘ㅅ’자 형태로 점유하는 동시에 두 ‘ㅅ’자
가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되어 있다. 전시 공간에서 두 ‘ㅅ’자 사이에 위치한 일
정 면적의 벽은 영상이 투사되지 않아 검게 남음으로써 영상의 경계를 표시한
다. 결국 관람자는 4면의 영상에 모두 둘러싸인 셈인데, 두 개의 ‘ㅅ’자에 투사
되는 영상의 성질이 다르므로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공간 한 가운

193 전시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제인과 루
이스 윌슨: 슈타지 시티(Jane and Louise Wilson: Stasi City)》
(2018.9,18-2019.3.31)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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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몸을 앞뒤로 돌리며 두 ‘ㅅ’자를 번갈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전 절에서 설명했듯 하나의 ‘ㅅ’자를 마주보고 영상을 관람하는 
동안 관람자가 영상에 둘러싸이는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작품
에 대한 경험 전체를 생각해보면 관람자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이 영상과 저 
영상 사이를 두리번거리게 된다. 
   <나의 바다를 마셔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 또한 브루노가 직
접 ‘몰입’과 ‘빠져듦’을 언급할 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관람
자의 시야에 꽉 들어차는 두 개의 벽을 대규모 이미지 프로젝션으로 채움으로
써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는 시네마적 경험의 몰입적 효과를 배가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고정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자가 서거나 몸을 
앞뒤로 돌리면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만든 <슈타지 시티>와 달리, <나의 바다
를 마셔요>는 영상이 투사되는 두 벽면 사이에 여러 개의 쿠션을 비치하여 누
구나 편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앉거나 누워서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칸막이로 구획된 방에 설치되었던 <슈타지 시티>와 달리 <나의 
바다를 마셔요>는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가장 크고 거실처럼 열린 형태의 방 
모서리에 설치되었다. 리스트의 대형 프로젝션 작업은 전시장에서 가장 유동인
구가 많으며 오픈된 공간에 주로 투사되며(이는 MoMA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나가던 관람자들은 자유롭게 쿠션을 집어 들고 영상 앞에 자리를 잡거나 일
어나고, 작품은 다른 관람자 또는 오픈된 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된 모든 움직임
이나 소음과 함께 경험된다. 실제로 스테파니 로젠탈(Stephanie Rosenthal)은 
피필로티 리스트가 작품을 “완전한 어둠(total darkness)" 속에 설치하는 일이 
드물다고 주장함으로써 열린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작업의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194 
   이전 절에서 언급한 옥토버 대담에서 앤서니 맥콜은 투사된 필름과 비디
오를 사용한 설치작업의 관람자가 ‘부동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지 프
로젝션의 가상성과 회화주의를 지적하는 포스터의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물론 상당수의 프로젝션 작업은 스펙터클로서 관람자를 매혹하는 시네마적 경
향을 어느 정도 이어받으며, 투사된 이미지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관람자는 전

194 Rosenthal, Stephanie. "Be My Friend!", in Pipilotti Rist: Eyeball Massage, ed. 
Stephanie Rosenthal. Hayward Publishing, 2011,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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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영화관에서 그랬듯 이미지에 시선을 고정하고 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
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동시대 미술관에서 그러한 부동 상태는 대부분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자는 타인과 같은 물질 공간의 요소에 의해 방
해를 받기도 하고, 다음 작품을 보기 위해 스스로 공간 안에서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 즉, 블랙박스에서 억압되고 삭제되었던 물질 공간은 비디오 설치의 공간
에서 복귀한다.
   사실 물질 공간과 물질성의 부상은 6-70년대 작업에서 이미 나타났던 특성
이었다. 영상과 미디어 스크린은 50년대 후반 해프닝, 퍼포먼스, 확장영화 등을 
따라 미술관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초기 비디오는 주로 퍼포먼스나 해
프닝과 같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영상 기록물로서 기능하는 등 그 자체로 중요
한 매체적 실천으로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다 60년대 중후반과 70년대 초
반에 걸쳐 브루스 나우먼, 피터 캠퍼스, 발리 엑스포트(Valie Export), 폴 샤리
츠, 마이클 스노우 등 일군의 작가들이 선보인 비디오 작업이 큰 주목을 받으면
서 영상이 미술관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시기 작업들은 공통적
으로 비디오 모니터나 스크린의 조형적 배치, 영사기나 스크린 등 물리적 장치
의 노출, 관람자 신체의 개입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상학적’ 비디오로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70년대 이후 이들 
중 상당수가 당시 부상하던 장-루이 보드리의 ‘장치(apparatus)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공간적 코드들을 교란하고 관람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이
미지/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물리적 장치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195

   초기 비디오의 특징이기도 한 모니터의 사용, 그리고 장치이론의 영향을 받
은 결과인 다양한 영상 장치들의 노출은 6-70년대 작업에 “조각적(sculptural)”
인 특성을 부여하였다.196 단순히 장치가 외부에 드러났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이 장치들 자체가 하나의 조각적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작가들이 배치에 신경을 
쓰며, 장치와 공간, 장치와 관람자가 맺는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비

195 Mondloch, Kate. "Be Here (and There) Now: The Spatial Dynamics of 
Screen-Reliant Installation Art." Art Journal 66.3, 2007. p.23.

196 Mondloch, Kate. Screens: Viewing Media Installation Art. Minnesota Press, 201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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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작업은 미니멀리즘과의 직접적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6-70년
대 비디오 설치 작업을 미니멀리즘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이론의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론가는 크리시 아일즈로, 아일즈는 영상 장치에 대한 관람자의 
지각된 고양과 영상이 상영되는 물질 공간에 대한 강조를 근거로 당시 비디오 
설치가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접근에 기반하고 바르트적 시네마의 최면적 특
성을 깨뜨린다고 주장한다.197 시기적으로도 미니멀리즘의 뒤를 이었다는 점, 
전시 공간 내에 설치된 장치 자체에 대한 물질적 경험이 강조된다는 점, 작가들 
또한 의도적으로 관람자를 당혹시킴으로써 영상에 대한 몰입을 막고 관람자의 
현상학적·지각적 고양을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6-70년대 비디오 설치 작업은 
미니멀리즘의 직접적 계승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회화주의’나 ‘가상주의’ 등 상반된 성격의 수식어들로 이해되는 동
시대 이미지 프로젝션 작업에서 이전 세대가 간직했던 미니멀리즘의 유산과 현
상학적 감상 경험의 가능성은 말소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정된 지지체와 프
레임을 벗어나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는 최근의 이미지 프로젝션 작업들은 이전
과 다른 방식으로 공간의 물질성을 다시 소환한다. 6-70년대 작업의 상당수가 
장치를 내세워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는 대상(미니멀리즘적 ‘특정한 대상
(specific object)')이 되기를 택함으로써 주변의 물질 공간을 환기시키고 관람
자와 신체적 관계를 맺었다면, 최근의 작업들, 특히 대규모 이미지 프로젝션을 
이용한 작업들의 경우 건축과 결합함으로써 공간 그 자체가 되기를 꾀한다. 줄
리아나 브루노는 이제 프로젝션이 일종의 풍경(landscape)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프로젝션이 시간의 흐름을 감각하고 지속을 경험할 가능성을 제공
해준다고 설명한다. 투사된 풍경(projective landscape) 속에서 우리는 특정 시
간동안 지속되는 빛을 공간으로서 감각하게 되고 빛은 투과성의 건축으로 변모
한다.198 이에 따라 브루노는 “프로젝션의 효과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한다.199

197 Iles, Chrissie, and Thomas Zummer. Into the Light: The Projected Image in 
American Art, 1964-1977.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01, 
pp.33-34.

198 Bruno, Giuliana. Surface: Matters of Aesthetics, Materiality, and Med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8.

199 Ibid.,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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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노가 지적하듯 빛-이미지가 사각형 틀을 벗어나 비물질화되면서 이미지 
프로젝션은 공간 속으로 퍼져버리고 스크린을 벗어났지만, 동시에 건축을 만나
게 되었다. 리즈 코츠는 작가들이 프로젝션의 크기에 맞추어 전시 공간을 설정
함으로써 이미지의 사각형 구조를 약화시키고 이전부터 존재하는 프레임인 벽
으로 눈을 돌리며, 건축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한다.200 벽 전체, 
또는 여러 개의 벽을 전부 덮어버리는 거대 규모의 프로젝션 작업들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이미지-공간’의 탄생이다. 상기한 옥토버 대담에서 할 포스터는 
‘갤러리 안의 영화(film in a gallery)’ 또는 ‘디지털 프로젝션’의 유형학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한 답으로 아일즈가 제시하는 구분은 프로젝션으로 형성
되는 이미지-공간의 특성을 간단명료하게 드러내준다. 

투사된 이미지가 바닥에 닿으면 우리는 그것을 주로 “설치(installation)"로 부
른다. 이미지와 바닥 사이의 공간은 작품의 감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미지가 바닥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시네마를 어느 정도 부정한다는 것을 뜻
한다. 그러한 종류의 비디오 설치는 내러티브 영화처럼 영상을 전부 보도록 설
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미술관이나 갤러리 관람 중 ‘걸어 돌아다니는’ 행위
에 속한다.201

   아일즈는 ‘이미지와 바닥 사이 공간’에 집중하여, 바닥 위에 간격을 두고 떠 
있는 영상과 바닥과 붙어 있는 영상을 구분한다. 전자는 아직 사각형 캔버스로 
대표되는 회화 감상의 전통에 속하는 이미지로, 부동자세로 감상하게 되는 영화
관의 영화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자는 프로젝션을 사용하여 벽 그 자체
가 된 이미지로서, 이제 영상은 조형예술 작품 또는 영화관의 영화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서 자유롭게 오가고 구경할 수 있는 하나
의 총체적 환경이 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발솜 또한 시네마 공간에서 스크린 
속 공간과 현실의 물질 공간 사이의 엄격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과 달리, 비디오
에서는 이미지와 관람자가 공간을 공유한다고 지적한다.202 시네마적 감상이 영

200 Kotz, Liz. "Video Projection: The Space Between Screens", Art and the Moving 
Image: A Critical Reader, London: Tate Publishing and Afterall, 2008, p.106.

201 Turvey, M., Foster, H., Iles, C., Baker, G., Buckingham, M., & McCall, A. "Round 
Table: The Projected Image in Contemporary Art." October, 104, 2003,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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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체에 대한 집중을 전제한다면, 최근의 시도들은 영상과 환경을 결합함으로
써 영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요소들까지 포함한 환경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든다. 
   직전 절에서 언급했던 프레임의 상실 현상은 영상 자체의 강화된 비물질성
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질 공간의 부각에 기여하기도 한다.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 창이 그러하듯, 회화나 영화 스크린의 고정된 프레임은 ‘볼 것’
과 ‘그 바깥’의 경계를 선언한다. 그러면 관람자는 ‘볼 것’이 가장 잘 보이는 위
치에 꼼짝 않고 앉거나 서서 프레임 내부를 들여다본다. 그러나 이제 프레임이 
사라지고 영상이 전시 공간 곳곳에 투사되면서, ‘볼 것’과 ‘그 바깥’의 경계 또한 
무화된다. 따라서 관람자는 작품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고심하여 그곳에 
자리 잡기보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각도에서 작품을 관람하게 된다. 
   아일즈는 미술사를 따라 조망점의 변화를 간략하게 개괄함으로써 비디오 설
치 공간의 특수성을 조명한다. 르네상스 이래로 내려온 회화적 공간은 단일한 
조망점을 상정한다. 특히 소실점이 존재하는 선원근법에 기반한 회화의 공간은 
최적의 감상 위치로서 고정된 조망점을 내세웠다. 단일 조망점은 1960년대 미
니멀리즘이 등장하면서 물리적으로 해체된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관람자를 회
화적 공간이 아닌 갤러리의 건축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현상학적 경험에 
연루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미니멀리즘의 현상학적 접근에 기반하는 비디오 설
치의 공간은 시네마의 고정된 단일 시점을 와해시키고 다시점에서의 분석적이
고 거리를 둔 관람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203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전시장에서 좌석의 축소는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니멀리즘 이후 등장한 비디오 작업 중 블랙박스 형식을 전시장에 
그대로 적용한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에서는 영화관 좌석과 거의 흡사한 의자를 
배치함으로써 관람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지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영상은 움직
이기 때문에 단일한 소실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영상으로부터 특정 거리 범위 

202 Balsom, Erika. "Before the Cinematic Turn: Video Projection in the 1970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ied, ed. François Bovier and Adeena 
Mey. Zürich: JRP Ringier, 2015, p.65.

203 Iles, Chrissie, and Thomas Zummer. Into the Light: The Projected Image in 
American Art, 1964-1977.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2001,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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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위치한 각각의 의자들은 복수로 지정된 최적의 감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최근 영상 작업을 전시하는 공간에는 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하더라도 긴 의자 한 두 개 정도로 개수와 차지하는 면적이 대폭 축소되는 경
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시되는 영상 작품의 형식이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전형과 멀어질수록 심화된다. 가령 일정 간격을 두고 걸려 있는 
여러 개의 베일에 영상을 투사하는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의 작업 <레
이어스 마마 레이어스(Layers Mama Layers)>(2010)[도판23]나, 얼굴 부분에 
영상을 투사된 헝겊 인형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토니 아워슬러(Tony Oursler)의 
연작[도판24]과 유사한 경향의 비디오 설치 작업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관람자
는 어딘가 한 곳에 앉아서 작품을 관조하기보다 설치된 영상들 사이사이를 거
닐면서 다양한 시점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체험하도록 장려된다. 
   이와 같은 관람 방식은 전시된 대상 자체에 대한 주목과 집중보다 그 대상
을 포괄하는 환경에 대한 총체적 경험에 방점을 둠으로써 화이트큐브 공간의 
물질성을 다시 소환한다. 그리고 영상을 전시하는 작가들에게 신체가 포함된 장
소로서 ‘미술관’의 공간적 맥락은 영상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열어주
었다. 동일한 영화라도 미술관에서 상영되는 것과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 차이
에는 감상 양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솜은 대표적인 사례로 7시간 
30분의 러닝타임을 자랑하는 벨라 타르(Béla Tarr) 감독의 영화 <사탄탱고
(Sátántango)>(1994)가 2010년 빈의 안드레아스 후버 갤러리(Galerie 
Andreas Huber)에서 상영될 때의 상황을 언급한다. 발솜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비평가의 증언을 인용한다. “관람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나
가고 들어올 수 있었다. 그들이 [영화의] 마지막까지 머무르리라는 기대도 없었
고, 영화관에서와 달리 중간에 나가는 것이 모욕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 발솜
은 동일한 영화임에도 극장에서 전시장에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경험과 태도
의 차이를 강조하며, 후자의 태도를 ‘가벼운(flippant) 태도’로 묘사한다. 이처럼 
상이한 공간적 맥락으로 인해, 전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영상은 영화관에서의 몰
두적(absorptive)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204

   케이트 몬들로흐 또한 비디오 설치 공간의 관람자가 언제든 걸어 들어오고 

204 Balsom, Erika. Exhibiting Cinema in Contemporary Art.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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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으며 작품 앞에서 얼마나 머무를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실에 주목
한다. 몬들로흐는 갤러리-기반 미디어 설치에서 관람자들이 그들 각자의 “탐사
적 지속(exploratory duration)"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고 지적하며, 이때의 지
속은 실험영화나 단채널 비디오테입과 같은 비-설치적 필름 및 비디오의 “닫힌” 
지속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관람자는 마치 윈도우 쇼핑을 하듯 개인적 관람 
스타일에 따라 작품 앞에 머무르거나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205 
   이처럼 관람자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발솜이나 몬들로흐의 주목은 주로 시
간적 지속과 관련되어 있다. 두 이론가는 관람자가 한 작품 안에서 머물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머문다면 얼마나 머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고정
된 좌석의 부재와 관람자의 이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영상과의 공간적 거리 변
화 또한 시간적 지속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영화관에서 맨 앞줄의 
좌석과 뒷줄의 좌석이 얼마나 다른 감상 경험을 선사하는지 떠올려보면 알 수 
있듯, 영상의 경우 관람자와 영상 사이의 거리는 감상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 미술관에서는 고정점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람자들로 인해 관람자와 
영상 작품 간 거리가 시시각각 변하고, 이는 작품에 대한 몰입의 정도를 관람자
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부여한다. 블랙박스 안의 관람자는 영상
의 몰입에 유리한 위치 중 하나를 좌석으로서 부여받고, 영상의 러닝 타임 내내 
고정된 위치에서 관람하므로 작품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정도의 몰입을 유지한
다. 이와 달리 비디오 설치 작품의 관람자는 영상이 시야에 가득찰 정도로 가깝
게 다가갔다가, 영상이 공간 속의 사물로 보일 만큼 영상을 포함한 공간이 전부 
눈에 들어오는 위치까지 멀어질 수 있다. 
   20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전시
된 빌 비올라의 <슬픔에 잠긴 남자(Man of Sorrows)>(2001)[도판25]는 관람
자의 이동성이 영상에 대한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38×49cm의 소규모 비디오 설치 작품인 <슬픔에 잠긴 남자>는 익명의 한 남
성이 오열하는 장면을 극단적인 슬로우 모션으로 느리게 재생한 것이다. 이 작
품은 액자에 담긴 전형적 초상화의 형식으로 좌대 위에 올려져 있어, 몬들로흐
의 표현대로 ‘윈도우 쇼핑을 하듯’ 작품 앞을 빠르게 지나치는 관람자라면 회화

205 Mondloch, Kate. Screens: Viewing Media Installation Art. Minnesota Press, 2010,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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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각할만한 외양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남성의 미세한 움직임이 보일 만큼 
작품에 가까이 다가서면 관람자는 얼굴 근육의 운동과 풍부한 감정 표현에 매
혹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작품 주변의 벽이나 
좌대 등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 공간이 함께 눈에 들어오면서 작품은 다시 
회화에 가까운 공간 속의 물질 요소로 탈바꿈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피필로티 리스트나 제인 & 
루이스 윌슨의 전면 프로젝션 작업처럼 하나 이상의 벽에 가득 차도록 영상을 
투사하는 경우, 전체 영상이 시야에 꽉 차게 들어오는 위치까지 적당히 멀어진 
상태에서 벽을 보는 관람자는 넘실대는 영상에 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벽에 지
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벽 표면의 물질적 질감이나 모서리의 그림자 등
이 눈에 들어와 영상 자체에 대한 몰입이 깨질 수 있다. 전통적인 영화관에서 
스크린은 ‘가상적 창문(virtual window)', 즉 프레임 안에 담긴 광경을 보기 위
해 만들어진 장치였다. 창문을 내다보면서 유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유리
를 느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미지 프로젝션이 활용된 비디오 설치에서는 
벽이 스크린이고, 스크린이 벽이다. 더 정확하게는 동일한 표면이 스크린이었다
가 벽이었다가 한다. 분명 스크린이었으나, 가까워지는 순간 다시 벽이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경우는 <슬픔에 잠긴 남자>의 사례와 달리 오히려 영상과의 거
리가 가까워짐으로써 물질 공간이 부각되는 경우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영상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관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순간, 관람자는 시야 안에 물질 공간의 요소를 얼마나 포함할
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영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영상에 얼마나 몰입할 것인
지 정할 수 있다. 관람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시네마와 달리 비디
오 설치의 관람에서는 관람자의 이동에 따라 시시각각 물질 공간이 시야에 개
입하므로 영상에 대한 몰입을 방해한다. 전시장 내부를 걸어 다니면서 관람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공간 내에서의 동선을 계산하고 주변 지물과 부
딪히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공간의 물질성이 복귀하면서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소가 관람자의 현존이다. 시네마에서 타인이란 암흑 속에 파묻힌 존재이자 영
화에 대한 몰입이 성공하는 순간 잊혀지는 존재이다. 영화관에서 팝콘 소리나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등으로 인해 타인의 물리적 현존이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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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고 부각되는 순간은 전체적인 관람 경험에서 봤을 때 실패한 순간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걸어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타인의 
존재는 벽이나 기둥과 같이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인지하고 피해야 하는 물질 공
간의 일부이자 감상 경험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비디오 설치에서 관람자의 신체는 단순히 작품에 대한 물질적 경험의 일부
일 뿐만 아니라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발솜에 
따르면, 전통적인 시네마 상황에서 시네마 공간은 불이 밝혀진 직사각형 스크린
에만 한정되므로 스크린 내부의 공간과 외부의 공간 사이에 엄격한 분리가 생
성된다. 그러나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이미지와 관람자는 공간을 공유한다. 관
람자의 신체는 프로젝션을 가로막거나 일종의 스크린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투
사된 이미지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개입 또한 작품의 “생생함
(liveness)"에 기여한다.206 이처럼 적극적으로 관람자를 작품의 일부로서 받아
들이는 태도는 미니멀리즘의 유산이기도 하다. 미니멀리즘 이전에도 관람자는 
미술 전시장에 항상 있어왔지만, 미니멀리즘에 와서야 작가들은 관람자의 신체
적 현존에 주목하고 관람자의 현존성을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상당수의 동시대 비디오 설치 작가들 또한 관람자의 물
리적 존재를 영상 감상의 장애물이 아닌 작품 구성의 필수적 요소로 받아들인
다.
   피필로티 리스트의 베일 프로젝션 작업 <레이어스 마마 레이어스>에 대한 
줄리아나 브루노의 분석은 이러한 지점을 잘 드러낸다. 먼저 브루노는 리스트의 
스크린-베일이 더 이상 프레임에 붙잡혀 있지 않으므로 창문의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다고 말한다. 관람자는 전면의 스크린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환
경에 의해 둘러싸이고(immersed), 프로젝션들로 이루어진 연속적 세계에 진입
하게 된다. 관람자가 늘어진 베일 사이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자 자신의 형상이 
다시 작품에 반사되고 투사된다. 프로젝션 한 가운데에 위치한 관람자의 육체적
(corporeal) 현존이 설치된 베일에 나타나면서 작품과의 상호적 관계를 형성한
다.207 베일 사이사이를 걸어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
206 Balsom, Erika. "Before the Cinematic Turn: Video Projection in the 1970s."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ied, ed. François Bovier and Adeena 
Mey. Zürich: JRP Ringier, 2015, p.65.

207 Bruno, Giuliana. Surface: Matters of Aesthetics, Materiality, and Media. University 



- 87 -

문에, 관람자는 발솜의 표현대로 프로젝션을 가로막으면서 스크린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스크린 앞을 오가며 이미지에 간섭하는 타인의 존재 또
한 이미지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완 워스(Iwan Wirth) 또한 리스트
의 작업이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적(interactive)”이라고 본다. 워스는 
인터뷰에서 리스트의 베일 설치 작업과 돌아다니는 관람자들이 함께 찍한 도록 
이미지를 가리켜 “이것이 피필로티 리스트의 작업을 사진으로 남기는 가장 전
형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리스트의 작품은 관람자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라고 말했다.208

   작품 설계 단계부터 관람자의 현존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자 한 또다른 사
례도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파도가 지나간 자리》전에 함께 전시된 다이애나 
세이터(Diana Thater)의 <흰색은 색이다 1, 2(White is the Color 1, 
2)>(2002)[도판26, 27]는 두 개의 흰 구름이 천장에 가까운 모서리 벽면에 천
천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상 작업이다. 바닥에 위치한 두 개의 프로젝터가 천
장을 향해 영상을 투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장치는 프로젝터 앞에 위
치한 두 개의 형광등이다. 선명한 영상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어둠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터의 특성상, 형광등은 프로젝션 자체를 보조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
다. 이 작품에서 형광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구름 아래를 지나가는 관람자들의 
그림자를 벽면에 투영하는 것이다. 관람자는 구름 영상과 함께 그 아래를 지나
가는 다른 관람자들의 그림자를 함께 지각하거나, 혹은 스스로 빛을 가로막아 
영상과 중첩되는 그림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품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네마적 경향이나 환영주의, 스펙터클, 몰입 등과 연관되면서 일견 
비물질적 가상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던 프로젝션 작업들은 다른 한 편으로는 
건축과의 유착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공간의 물질성을 다시 감상 경험의 영역
으로 소환한다. 또한 전시 공간에 대한 총체적 경험과 관람자의 신체적 현존을 
비평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분명 미니멀리즘을 기점으로 그 전후에 화이
트큐브 공간 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전 세대인 
6-70년대 현상학적 비디오 설치는 노출된 조각적 대상으로서 기능하는 영상 

of Chicago Press, 2014, p.102.
208 <Pipilotti Rist, Pioneer of Video Art>, Brilliant Ideas Ep.55 (Bloomberg TV). 

(online; https://youtu.be/nCusgvPo5vM, 2021년 4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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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존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거울과 같은 장치의 특수한 설정을 통
해 현상학적 체험을 유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각적 요소가 최소화된 특정 
대상(모리스의 L-빔, 안드레의 벽돌, 저드의 직육면체들 등)을 중심으로 감상 
경험을 구성하고자 했던 미니멀리즘과 뚜렷한 친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하나의 
대상처럼 전시되던 장치들이 자취를 감추고 강화된 비물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빛-이미지가 공간을 점유하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에서도, 프로젝션 이미지의 
공간화는 미술관 공간에 대한 현상학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을 다시 소환한다. 즉, 
미니멀리즘의 조각적 형식까지 받아들임으로써 미니멀리즘을 직접적으로 계승
하는 6-70년대 현상학적 비디오 설치뿐만 아니라, 영상이미지 자체를 공간화
하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 또한 물질 공간의 복귀를 초래한다.

3. 이미지-공간이라는 긴장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90년대 이후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간이 제
공하는 감상 경험의 성격을 두 개의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강화된 
몰입과 전시장에 다시 들어온 어둠, 환영적 스펙터클을 특징으로 하는 경향이다. 
특히 이미지 프로젝션 기술의 발달로 넓은 면적에도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투사
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관 공간은 ‘몰입(absorption)'을 넘어서는 ‘빠져듦
(immersion)'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공간은 기존의 시네마적 블랙박스가 대표하던 몰입적 효과를 극대화한
다. 두 번째는 건축의 부각, 관람자의 보행적 이동성, 관람자의 신체적 현존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회화, 사진, 영화와 같은 기존 전시적 맥락에서 시각적 관
조의 대상이었던 이미지가 공간 자체가 되면서 관람의 방향은 ‘보는 것’에서부
터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시대 비디오 설치는 미
니멀리즘을 이어받아 공간 지각을 활성화하는 화이트큐브의 성질을 되살린다. 
   그러나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공간을 망각하고 이미지에 빨려 들어가는 동시에 신체로써 공간 
내부를 이동하며 물질 공간에 대한 지각을 고양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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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민의 흔적을 케이트 몬들로흐의 글 ｢지금 여기(와 저기)에 존재하기: 스크
린-의존적 설치 미술의 공간적 역동들(Be Here(and There) Now: The Spatial 
Dynamics of Screen-Reliant Installation Art)｣(2007)에서 찾을 수 있다. 몬들
로흐는 조안 조나스, 폴 샤리츠, 브루스 나우먼, 발리 엑스포트와 같은 6-70년
대 작가들의 작업 중 스크린 설치를 활용하여 관람자의 공간 지각을 활성화하
고자 했던 현상학적 작업들을 ‘스크린-의존적(screen-reliant)’ 설치 작업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작업이 처음으로 스크린을 물질적 표면인 동시에 정신적 투사
의 장소로서 이론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발리 엑스포트의 <핑퐁(Ping 
Pong)>(1968)[도판28]에서 관람자는 실제 라켓을 쥐고 스크린 속 가상의 관
람자와 핑퐁 게임을 하며, 피터 캠퍼스의 폐쇄회로 비디오 설치 작업 <인터페
이스(Interface)>(1972)에서 관람자는 반투명 스크린에 서로 반대 방향을 보도
록 투사된 자신의 두 이미지를 마주한다. 몬들로흐는 ‘가상적 스크린 공간
(virtual screen space)’-‘실제 공간(actual space)' 사이의 이중성 및 물질이자 
비물질이라는 스크린의 양가적 특성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몬들로흐는 관람자
가 물질적 전시공간의 체현된 주체로서 ‘여기(here)’와 스크린 속 가상 공간을 
바라보는 주체로서 ‘저기(there)’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글을 연
다.209 그러나 글을 마무리하면서 몬들로흐는 자신의 이전 설명 중 ‘여기’와 ‘저
기’ 사이에 위치한 ‘와(and)'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던진다. 과연 스크린-의존
적 설치의 관람자들은 “여기와 저기 둘 다(both here and there)"에 존재할 수 
있을까? 혹시 ”둘 중 어디에도 온전히(neither fully here nor there)" 현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210 
   앞서 살펴보았듯, 몬들로흐가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작업은 폐쇄회로 
비디오나 사각형 스크린과 같은 특수 장치를 활용한 6-70년대 비디오 설치 작
업이다. 그러나 영상과 설치가 혼재하는 공간의 이중적 특성에 대한 몬들로흐의 
통찰은 단지 그가 ‘스크린-의존적' 작업으로 명명하는 일군의 작업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오히려 몬들로흐가 설명하는 공간적 이중성이 ‘물질이자 비물질인 
스크린의 양가적 특성’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사각형 스크린의 범위에 한정되었다

209 Mondloch, Kate. "Be Here (and There) Now: The Spatial Dynamics of 
Screen-Reliant Installation Art." Art Journal 66.3, 2007. pp.21-23.

210 Ibid.,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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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0년대 이후 동시대 비디오 설치 작업에서 공간적 이중성은 더욱 광범위하
게 두드러진다. 프로젝션 기법이 보편화됨에 따라 복수의 ‘스크린들’이 공간 내
에 산재하거나, 또는 스크린의 사각형 틀이 와해되어 빛-이미지가 다양한 형태
로 공간 속에 흩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시 공간의 이중구
조는 단순히 스크린 안을 바라보거나 또는 스크린에 눈을 고정한 채 그 주변을 
맴도는 경험이 아닌, 총체적인 전시 공간의 경험 및 전시 공간 자체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관람자가 전시 공간을 돌아다닐 때, 한 편에서는 여기저기 투사된 영
상과 어둠이 관람자의 주의를 빼앗으려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공간에 대한 지
속적인 지각을 놓지 못하도록 한다. 동시대 미술관의 관람자는 과연 ‘여기’와 
‘저기’ 중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있을’ 것인가?
   본고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공간의 이중구조에 대한 메를로
-퐁티의 논의로 돌아간다. 메를로-퐁티는 어둠 공간 또는 정신분열증적 공간
이 명징한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어둠 공
간이 지니고 있는 침투적 성질을 든다. 즉 두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침
투를 통해 공존한다. 메를로-퐁티가 묘사하는 두 공간 사이의 관계와 공간의 
구조는 거시적 관점에서 동시대 미술관의 구조에 대한 절묘한 비유이기도 하다. 
메를로-퐁티에게 두 공간 사이의 침투성은 “푸른 하늘을 침투해버리는 까맣고 
경계 없는 제2의 하늘” 또는 “보이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두 번째 공간”으로 나
타난다.211 여기서 ‘보이는 공간’인 ‘푸른 하늘’을 공간적 지각의 장소로서 화이
트큐브라고 생각한다면, ‘까맣고 경계 없는 제2의 하늘’인 ‘두 번째 공간’은 미니
멀리즘 직후 화이트큐브 전시장에 침투한 블랙박스의 어둠이 된다. 
   메를로-퐁티가 강조하는 공간 간의 침투적 성질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동
시대 미술관에서 관람자가 겪게 되는 경험의 성격을 설명해줄 수 있다. 먼저 메
를로-퐁티는 정신분열증의 증상적 특징을 갑작스런 침투성으로 규정하고 환자
가 일상생활을 하다 갑자기 출처 없는 위협을 느끼거나 명령 같은 목소리를 듣
는 경우를 그 사례로 든다. 메를로-퐁티에게 이 사례는 단순한 의학적 증상의 
발현보다 공간성의 문제로 나타나며, 어둠/정신분열증의 공간이 명징한 공간에 
침투한 것으로서 설명된다. 메를로-퐁티는 공간의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가 병
리적 현상에 국한되는 것을 피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
211 PhP,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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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반대 방향의 침투 또한 가능해진다.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속하는 신체
적 사실들이 꿈에 이미지로서 반영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메를로-퐁티는 꿈의 
환상들이 낮의 공간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관찰가능한 대상들을 심지어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212 이처럼 메를로-퐁티에게 상반
된 두 공간은 서로 대비되면서도 공존하고, 침투의 방식을 통해 서로에게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두 공간이 그럼에도 서로 섞여 중화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메를로-퐁티는 꿈이 명징한 공간의 ‘발화
(articulations)'를 사용함에도 꿈의 공간이 밝은 사고의 공간과 격리되어 있다
고 보며, 광기 또한 [객관적] 세계 내부로 들어와 섞여버리는 대신 ‘세계의 둘
레를 돌고 있다’고 설명한다.213 가령 앞서 언급했듯 불안한 호흡 등의 신체적 
사실이 꿈 이미지로 반영되는 사례의 경우, 메를로-퐁티는 꿈꾸는 자가 특정 
순간에 호흡과 욕망의 신체적 사실들에 완전히 굴복함으로써 꿈에서의 특정 이
미지(날아가다 소총에 맞아 추락하는 새의 이미지 등)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
다.214 마찬가지로 산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다 위협을 느끼거나 목소리를 듣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도 어둠 공간의 침투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
어진다. 즉 메를로-퐁티적 공간의 이중구조에서 두 공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
는 방식은 ‘특정 순간’들에 이루어지는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개입과 침투의 
방식이다.
   이처럼 개입과 침투로써 공간적 경험을 특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를로
-퐁티가 설명하는 이중공간은 본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비디오 설치의 공간과 
유비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관람자가 영상 작업
을 들여다보며 몰입하려는 순간, 영상과 관람자 사이로 다른 관람자가 지나가면
서 영상에 그림자를 남기고 몰입을 방해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영상에 남
겨진 그림자는 타인의 존재라는 물질 요소에 의해 남겨진 자국으로, 메를로-퐁
티의 설명에서 객관적 공간의 요소가 꿈의 공간에 자취를 남기고 개입하는 현
상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반대의 사례도 생각할 수 있는데, 비디오 설치 

212 PhP, p.336.
213 PhP, p.346.
214 PhP, p.331.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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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전시장 구조를 따라 걷던 관람자가 설치된 영상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뺏기고 몰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 직전까지 물질 공간에 존재하던 관
람자는 영상이라는 블랙박스 공간의 요소가 개입함에 따라 순식간에 ‘다른 어딘
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처럼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전시를 보는 동안 두 공간
은 서로 끊임없이 개입하며 전체적인 전시 경험을 구성해나간다.
   물론 비디오 설치 전시장에서의 현상적인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매 
순간 한 공간에 의한 다른 공간의 개입과 침투를 의식하고 전시를 관람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관람자는 적당히 산만한 상태로 무심
히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공간의 경험은 화이트큐브와 블
랙박스를 오가는 경험보다는 적당히 어둑하여 ‘회색’으로 느껴지는 미술관의 조
도처럼 두 공간의 성격이 혼재되고 중화된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 반
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의 경험이 블랙박스와 화이트
큐브의 공간적 특성이 중화 또는 혼재된 경험이라면, 그 경험은 블랙박스도 화
이트큐브도 아닌 제3의 공간적 경험으로써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디
오 설치 공간에서의 경험은 그보다 블랙박스의 경험과 화이트큐브 경험 사이를 
관람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수도 없이 오가는 경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마치 검정색 화면과 흰색 화면을 매우 빠르게 교차시키면 잔상으로 인
해 회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두 색이 섞인 것은 아니듯, 비디오 설치 공간의 
경험은 화이트큐브와 블랙박스적 공간 경험이 모호하게 섞인 상태가 아닌 ‘여기’
와 ‘저기’를 오가는 경험에 가까운 듯하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관에서 두 공간을 오가는 경험은 평화롭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사이의 경쟁과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비디오 
설치 공간의 이중성에 주목한 몬들로흐는 실제 전시 공간(actual exhibition 
space)과 스크린 공간(screen spaces)이 공존하는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에 놓
여 있다고 보고, 비디오 설치가 스크린 공간에 관람자의 주의집중을 분산시킴으
로써 가상적 스크린 공간과 실제 공간 사이의 강력한 긴장을 산출한다고 주장
하였다.215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은 공존하는 동시에 서로 관람자의 주의
를 빼앗아오기 위해 경쟁하는데, 이 경쟁과 대치로부터 긴장이 발생한다. 몬들

215 Mondloch, Kate. "Be Here (and There) Now: The Spatial Dynamics of 
Screen-Reliant Installation Art." Art Journal 66.3, 2007. pp.23-24,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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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흐는 이러한 현상을 “이중 공간의 역동(double spatial dynamic)”216으로 칭함
으로써 공간 간의 힘겨루기에 동적인 특질을 부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동시
대 비디오 설치에서 이미지 프로젝션 기법의 상용화에 힘입어 화이트큐브와 블
랙박스라는 두 공간의 특성은 각각 강화되었으며, 따라서 이중성과 긴장의 정도 
또한 강화되었다. 사실 대규모 이미지 프로젝션 작업이 창출하는 공간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공간’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긴장은 내포해 
있다. 이미지로서 관람자를 ‘들여다보게’ 할 것인가, 공간으로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들여다보는 경험과 들어오는 경험 사이의 역동이 동시대 미술관의 경
험을 구성한다. 
   피필로티 리스트는 대규모 이미지 프로젝션 기법을 활용하여 이미지이자 공
간으로서 총체적 환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이다. 리스트는 벽 전
체를 영상으로 뒤덮거나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조각적 요소들 또는 관람자의 
신체에 영상을 투사하는 등 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환상적 환경으로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2018년 시드니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ia)에서 전시한 설치 작업 <오페라 하우스 맞은 편 네 
방(Your Room Opposite the Opera)>(1994-2017)[도판29]에서 리스트는 전시
장에 가구들을 배치하여 아파트처럼 꾸몄다. 벽과 바닥, 가구에 투사되어 화려
하게 범람하는 색채와 빛은 물질적인 아파트 공간을 환상적 스펙터클로 만든다. 
관람자는 방 한 가운데 서서 넘실대는 영상을 바라보며 몰입할 수도 있지만, 몸
을 움직여 영상이 투사되고 있는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볼 수 있다. 즉 이 
작업의 감상은 환상적 이미지의 경험과 ‘방’이라는 공간의 경험을 오간다. 또한 
흥미로운 순간은 각 지물에 투사된 영상의 한 루프가 끝나고 새로 시작하기 직
전 영상이 잠시 끊기거나, 영상의 조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순간이다. 주문
이 풀리듯 공간을 뒤덮고 있던 영상의 매혹이 사라지고 천장, 소파, 바닥, 침대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공간이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짧은 순간 관객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인지하게 되나, 영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
작하는 순간 이러한 인지는 다시 망각된다. 
   두 공간 사이의 경쟁과 힘겨루기를 더욱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서
울시립미술관 《파도가 지나간 자리》전에 전시된 쉬린 네샷(Shirin Neshat)의 
216 Ibid.,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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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널 비디오 설치 작업 <투바(Tooba)>(2002)[도판30]는 전시장의 물질 공
간과 이미지 프로젝션을 통해 생성된 가상 공간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잘 드러
내는 사례이다. 이 작업은 커튼으로 구획된 작은 방에 따로 전시되었는데, 벽의 
한가운데 위치한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 관람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눈앞의 빈 벽이다. 관람자가 들어온 커튼 달린 벽과 
그 벽을 마주보고 있는 관람자 뒤편의 벽은 똑같이 비어 있고, 관람자 양 옆의 
벽에 영화관 스크린 정도의 크기로 이미지가 각각 하나씩 투사되고 있다. 일차
적으로 공간 배치의 측면에서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영상이 투사되는 양 
옆의 두 벽보다 그렇지 않은 두 벽이 더 길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
는 두 영상을 함께 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람자가 공간의 한 가운데 서서 
빈 벽 쪽으로 몸을 향하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머리를 돌리는 방
법이다. 이렇게 감상했을 때, 감상자의 시야에 가장 빈번하고 가장 크게(두 영
상이 투사되는 벽의 면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벽을 가득 채워서 
투사하지 않으므로) 들어오는 것은 양 옆의 영상이 아닌 그 사이의 빈 벽이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돌리는 행위 자체가 불편하므로, 관람자는 지속적으로 공간
의 전체적 넓이, 가로가 더 긴 공간의 구조, 영상 사이의 거리를 인지하게 된다. 
   여기에 영상 자체의 특수성이 가미되면서 공간적 긴장감은 더해진다. 이 작
품은 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투바’라는 고목으로 표상되는 상상적 낙원을 찾아
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양 벽에 투사된 두 영상은 서로 일치하거나 어긋나기
를 반복하며 영상 내적 내러티브에 따라 함께 진행된다. 이때 두 영상이 어긋나
는 순간은 주로 카메라의 공간적 시점과 관련이 있다. 가령 주로 어떤 장면을 
아주 멀리서 찍은 영상이 같은 장면의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찍은 영상과 
배치되거나 같은 상황을 안에서 바라본 영상과 밖에서 바라보는 영상이 동시에 
투사되는 식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투바’에 가까워지면서 영상의 속도와 몰입감
이 점차 고조되고 영상의 어긋남이 심화되는데, 한 쪽 영상에서 익스트림 롱 숏
으로 허허벌판 위 나무와 나무를 향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여주면 다른 한 쪽
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나무를 매우 가까이에서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대표적
이다. 사람들이 마침내 나무를 사방으로 둘러싼 담장에 당도하는 순간, 한 쪽에
서는 담장 밖에서 담장을 오르는 사람들을, 다른 쪽에서는 담장 안에서 이미 담
을 넘어 나무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여준다.[도판31] 이때 두 영상을 번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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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관람자는 담장의 안과 밖, 원거리와 근거리를 빠른 속도로 넘나드는 조망
점의 변화로 공간 감각에 혼란을 느끼게 되나, 스크린 속 가상 공간이 제기하는 
감각적 혼란은 양 스크린 사이 빈 벽의 존재로 인해 일정 정도 이상으로 고조
되지 않는다. 두 벽을 번갈아 보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위치하는 넓은 벽이 관
람자로 하여금 관람자가 현재 전시장이라는 물질 공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계속
해서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바>에서 빠른 장면 전환과 조망점의 불
일치를 통해 관람자에게 몰입감과 혼란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미지 프로젝션의 
가상성과 중앙부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여 관람자가 물질 공간의 존재를 결코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빈 벽의 존재감은 경쟁과 긴장의 장소로서의 ‘회색지대’
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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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고는 미술관에 영상이 도입되고 오늘날 미술에서 영상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전시 공간이 
제공하는 감상 경험의 독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술 전시장 
내 영상 작업의 확산 현상을 분석하는 기존 이론의 지평에서는 주류영화나 실
험영화와의 연관 속에서 영상 자체가 겪은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가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한다. 전시 공간이나 감상 경험에 대해 다루는 논의도 있어왔으나, 주
로 이러한 논의에서는 6-70년대 비디오 설치 경향을 현상학적이고 활성화된 
비판적 관람과, 이미지 프로젝션이 활발히 활용되는 90년대 이후의 비디오 설
치 경향을 스펙터클적 몰입이나 수동적 관람과 일대일 대응시켜 이해하는 경우
가 많았다. 본고는 기존 논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재고함으로써 프로젝션을 대거 
활용하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간에서 사실상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현상학적이고 활성화된’ 관람의 공간과 ‘스펙터클적이고 
몰입적인’ 관람의 공간 각각의 모델을 미술사적 전시 공간의 두 형식인 화이트
큐브와 블랙박스에서 찾았다. 먼저 화이트큐브는 1930년대 MoMA에서 정립된 
전시 형태로, 순백의 무결함으로써 미술 외부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작품에만 집
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화이트큐브가 표방하는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희구
는 당시 미국 미술을 지배한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순수주의와 부합하였고, 미술
관의 배타적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고는 화이트큐브 이데
올로기를 분석한 브라이언 오 도허티의 글을 참고하여 모더니즘 회화를 수용한 
화이트큐브가 시간성과 역사성, 심지어는 관람자의 신체마저도 축출하고자 하였
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고는 화이트큐브 공간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전시 공간에
서의 신체적 체험의 가능성에 주목한 쿠르트 슈비터스, 프레데릭 키슬러, 마르
셀 뒤샹의 작품을 근거로 화이트큐브가 전시 공간에서 관람자의 신체만큼은 완
벽히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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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자의 신체가 본격적으로 화이트큐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받기 시
작한 것은 미니멀리즘 미술 이후의 일이었다. 미니멀리즘은 메를로-퐁티의 영
향으로 미술을 눈을 넘어서는 신체적 경험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관람자의 직접
적 현전을 요구함으로써 미술의 경험을 시각에 한정짓는 종래의 담론에서 벗어
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술은 관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전시 공간 및 
건축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작품-공간-관람자가 맺는 관계가 감상 
경험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본고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흰 벽이나 조명과 
같은 화이트큐브적 특성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전시 공간의 ‘밝고 
하얀’ 성질과 그로써 보장되는 또렷한 시야 및 좌표화의 가능성이 미니멀리즘이 
중시한 공간의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미니멀리즘 이후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걸쳐 미술의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한 비디오 아트는 기존의 화이트큐브 공간에 어둠의 도입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어둠은 주변 공간에 대한 지각의 고양을 방해하고 영
상이라는 비물질적 요소로 관람자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좌표화와 위치화, 공간
과의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했던 화이트큐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경험을 제
공한다. 본고는 영상과 어둠을 핵심적 요소로 삼는 비디오 아트 공간의 원형을 
전통적 블랙박스 영화관에서 찾고, 메를로-퐁티의 공간론을 경유하여 폐쇄된 
어둠-공간으로서의 블랙박스가 제공하는 감상 경험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밤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정신분열증적 체험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메를
로-퐁티는 어둠이 공간 지각의 정박을 방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블랙박스 공간
의 어둠이 관객으로 하여금 현재 위치한 물질 공간을 망각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본고의 가설에 큰 틀을 제공해주었다. 본고는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영화이론 분야에서 어둠과 스크린에 대해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블랙박스 공간에서 어둠의 망각 및 최면효과와 스크린의 매혹이 합치
하여 특수한 몰입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미
술관 안으로 들어온 블랙박스 미술로서의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성격을 분
석하였으며, 예시로 든 크리스찬 마클레이나 레이몽 드파르동의 작업에서 어둠
과 스크린이 만나 상승하는 매혹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고는 빛과 어둠이 분리된 폐쇄적 공간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네마적 
비디오 아트의 공간과 어둑어둑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대다수 비디오 설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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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이의 괴리를 근거로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비평적 틀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동시대 비디오 설치에서 어둠과 영상 작업은 
여전히 관람자의 주의를 끌지만, 높아진 조도와 자유롭게 이동하는 미술관의 관
행은 영상에 대한 온전한 몰입을 방해하고 관람자를 지속적으로 현실 공간으로 
데려온다. 본고는 이처럼 동시대 비디오 설치의 공간이 비물질성과 물질성, 가
상성과 현존성, 몰입과 탈몰입 등의 이중적 특성들 위에 정립되었다고 보고 공
간의 이중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메를로-퐁티의 공간론을 다
시 참고하였다. 메를로-퐁티는 밤의 공간과 정신분열적 공간에 대한 논의를 진
행시켜 이러한 공간이 지니는 침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메를로-퐁티는 밤의 
공간/정신분열적 공간을 “저녁의 푸른 하늘을 침투해버리는 까맣고 경계 없는 
제2의 하늘”과 같다고 비유하고, 이를 “보이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두 번째 공간”
으로 명명한다. 본고는 메를로-퐁티가 묘사하는 명징한 공간과 어두운 공간 사
이의 관계 및 공간의 구조를 동시대 미술관의 구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고, 화
이트큐브 안으로 침투해온 블랙박스의 형태를 하고 있는 동시대 미술관의 이중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가 주목한 현상은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프로젝
션 기법의 도입이었다. 미술관에 대거 도입된 프로젝션은 한편으로는 전시 공간
의 비물질성과 몰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상과 물질 공간의 강화된 
유착을 통해 물질 공간의 복귀를 촉구함으로써 화이트큐브적 공간과 블랙박스
적 공간 사이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을 향하였다. 본고는 동시대 미술관
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반된 공간의 성질이 긴장의 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하면
서 비디오 설치 전시장에서 실제 전시 공간과 가상적 스크린 공간이 서로 경쟁
하고 긴장을 이룬다고 본 케이트 몬들로흐의 구조를 참고하였다. 몬들로흐가 설
명하는 힘겨루기의 역동은 메를로-퐁티의 공간론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
다. 메를로-퐁티가 설명하는 공간의 이중구조에서 두 공간은 공존하지만 서로 
섞이지는 않고,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개입과 침투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메를로-퐁티의 설명은 몰입과 탈몰입의 전환이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이루어
지는 동시대 비디오 설치 전시장에서의 감상 경험과 부합하며, ‘여기’와 ‘저기’ 
사이의 경쟁과 긴장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회색지대로서 동시대 비디오 설치 공
간을 독해하고자 하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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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90년대 이후 비디오 설치 작업은 주로 6-70년대 현상학적 비디오 
설치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스크린, 모니터, 프로젝터 등의 
장치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관람자-장치-공간 사이의 관계를 작품의 주
안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6-70년대 비디오 설치는 미니멀리즘의 직접적 계승
으로 여겨져 왔고, 장치이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맞물리면서 미니멀리즘적 
신체의 활성화는 거리두기에 기반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관람성과 결부되어 
이해되었다. 반면에 프로젝션 기법이 상용화된 이후 등장한 90년대 이후 비디
오 설치의 경우 최소화된 장치 노출과 프로젝션 이미지 특유의 환영주의로 인
해 기 드보르적 스펙터클과 연관되었고, 관람의 무비판성 및 수동성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존재해왔다. 그러나 본고가 살펴본바, 동시대 미술관
에서 이미지 프로젝션은 즉물적 대상을 없애고 총체적인 몰입적 스펙터클을 제
공하는 한편 건축과 유착되고 나름의 방식으로 관람자를 끌어들이면서 여전히 
공간의 물질성을 상기시킨다. 또한 동시대 비디오 설치에서 두 상반된 경향은 
어느 한쪽의 우세함보다는 경쟁과 긴장으로써 공존한다. 이처럼 동시대 프로젝
션 비디오 설치를 무비판적·수동적 관람성과 무조건적으로 결부시키는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구제하고, 전시 공간의 이중구조를 밝힘으로써 동시대 비디오 설
치가 제공하는 경험의 복잡성과 독특성을 조명하였던 점은 본고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전시 
공간이 제공하는 감상 경험의 성격에 주목하는 논문의 특성상 개별 작품에 대
한 과한 일반화 및 단순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영상을 이용하는 최근의 
작업들은 ‘비디오 설치’라는 하나의 개념어로 묶기 무색할 만큼 다양한 형식과 
구성을 실험하는데, 본고의 분석에서는 작품의 공간 구성에 집중하느라 개별 작
품의 형식적 독특성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본고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이 제공하는 영상 이미지 자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미뤄
두었으나, 사실 작품의 경험에서 이미지 자체에 대한 경험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피필로티 리스트의 <나의 바다를 마셔요>에서 
이미지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성격, 제인 & 루이스 윌슨의 <슈타지 시티>에
서 작품의 주제와 맞물리는 이미지의 속도감과 긴박감, 크리스찬 마클레이의 
<시계>에서 현실의 시간과 동기화되도록 편집한 영상 속 시간 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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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락한 채로 위의 작업들이 제공하는 감상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
다. 이처럼 본고가 달성하지 못한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의 복잡다단한 실천들에 
대한 더 총체적이고 완결된 이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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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ay Zone" in 
Contemporary Art Museum

- focused on viewing experience in video 
installation space

Nam, Sangyoung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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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aims to articulately describe the unique viewing 

experience provided by the contemporary video installations and 

bring to the fore the possibility of a new spatial experience in 

contemporary art museums that accommodate the exhibition of a 

moving image. Since the introduction of moving image installations 

in art museums, moving image has been mainly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cinematic tradition or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of Minimalism. However, this thesis intends to explain that the 

viewing experience of contemporary video installations cannot be 

completely subsumed into either the cinematic trend or the 

Minimalist trend, and to demonstrate that the contemporary art 

museums with their installations of moving image tend to create a 

"Gray Zone", where tension is created by alternating between 

immateriality and materiality, and between immersion to the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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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hysical encounter with the actual.

   To this end, this thesis will observe the white cube and the black 

box, which are two types of art-historical exhibition space. 

Established as an exhibition form to exclusively accommodate 

modern art in the 1930s, the white cube represented a vacuum 

space, from which elements outside of art were removed, as 

inspired by the formalist modernism prevalent at the time. 

However, the white cube failed to drive out the viewer's body, and 

this failure was proven by the experimental works around the 40s 

and minimalist works which emphasized the materiality of the white 

cube space. In particular, minimalism, inspired by the 

Merleau-Ponty's phenomenological approach, emphasizes the 

physicality of the viewer, and spotlights such viewer's relationship 

with exhibition space, thereby refocusing white cube as a 

perceptional space.

   In the 1960s and 1970s, when moving image became a fixture in art 

museum collections, the darkness introduced to white cube started to 

create a totally different kind of viewing experience from before by 

interfering with perception of the surroundings and confounding the 

viewer's sense of location. The video art space consisting of video and 

darkness borrows from black box space in cinemas, and 

Merleau-Ponty's notion of the "night space" helps one to 

understand the spatial experience provided by the black box as a 

dark space. By describing the experience in the night space, where 

"anchorage" of spatial perception is made impossible, as being 

similar to a schizophrenic experience, Merleau-Ponty identifies the 

dark nature that makes perception of "here and now" impossible. As 

the fascination of the screen is added to the sensual chaos provided 

by darkness in the black box, the viewer is made obliviou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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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pace in which he/she is currently located and falls into the 

virtual space inside the screen.

   However, the space of contemporary video installation is neither a 

traditional form of white cube made of white wall and bright lighting, 

nor a black box encased in closed, dark spac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projection methods after the 90s and the 

combination of video installation and architecture, many 

contemporary art museums have partially tak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spaces, such as moderately low illumination, the method 

of installing images scattered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and 

mobility of viewers. On the one hand, low illumination of exhibition 

space and intensified spectacular characteristics of projection video 

hides the materiality of the space and enhances immersion, while on 

the other, video images combined with architecture continuously 

remind us of the materiality of the space by encouraging the 

physical movement of the view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contemporary art museums 

where two contrasting spatial characteristics coexist, this thesis 

references the discussions by Merleau-Ponty on double space. 

Merleau-Ponty, who argued that perception of the world is made 

possible by the body, further described the existence of “lived" 

space, which goes beyond geometric space, and ultimately the 

double structure of space where geometric and experiential spaces 

coexist. According to Merleau-Ponty, the lived space of dreams, 

schizophrenia, myth and the geometric space as the material base 

on which the lived space is found coexist, and they exchange 

impacts while penetrating each other. 

   The double structure of space explained by Merleau-Ponty can help 

us understand the structure of a contemporary art museum,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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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 and screens have entered the white cube space. A 

contemporary art museum that accommodates moving image can be 

explained as a 'gray zone' in which the white cube (material space 

arousing perception) and the black box (which transports the viewer 

into the virtual world of the screen by making him/her oblivious to the 

external world) coexist while maintaining a tight confrontation.

   This thesis analyzes the spatial structure of contemporary art 

museum via Merleau-Ponty, and additionally refers to Kate 

Mondloch's discussion in order to examine the viewing experience 

of contemporary video installations in more detail. While analyzing 

installation works using screens, Mondloch argues that the actual 

exhibition space ("here") and virtual screen space ("there") coexist 

and create tension by competing to capture the viewer's atten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expands on her argument, claiming that 

viewing experience of contemporary art museum can be explained 

as an experience of quick movement between 'here' and 'there'.

   By examining the double structure of 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space as a gray zone, this thesis confronts the tendency 

to regard contemporary video installations as mere spectacles or an 

ambiguous hybrid between art and film and advocates the 

uniqueness of viewing experience provided by the contemporary 

exhibition space of video installation. Thereby, this thesis hopes to 

offer a path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art, 

which today has an indivisible relationship with moving image.

Keywords : video installation, Merleau-Ponty, double structure of space, 

video projection, white cube, black box, gray zone, cinematic 

video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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