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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구 사회는 개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 근대 사

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 국가로 도. 

약하면서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성되었다 개인을 독립적 존재보다 .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경향은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확산에 영향을 주었

다. 

년대 후반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인간관1990 PC 

계를 만들고 네트워크화된 개인을 출현시켰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 . 

서로와 서로를 밀접하게 연결하고 외부의 정보에 의해 의식을 형성하는 , 

개인을 만든다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과 연결 끊김을 반복하며 익명의 다. , 

수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자아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자아에 비연속과 , 

분열의 특징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은 자아 표현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자아를 부재하.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신을 인지하게 되, 

었다 연구자는 자신의 자아 특징을 밝히고 연구자의 자아가 아바타를 통. , 

해 멀티 페르소나로 나타나는 미적 체험 대해 논의한다 아바타가 표현하. 

는 자아는 디지털 잠재의식과 미적 감수성을 가진 연구자의 자아와 유사

성을 보인다. 

연구자가 제작한 아바타는 정신을 투영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가상 인물

이다 본 연구 작업에서 루시 줄리엣 조셉 뱅크스 의 아바타는 본인. ‘ ’, ‘ ’, ‘ ’

의 멀티 페르소나로서 연구자 자아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바. 

타는 연구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거나 내면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며 실재 연구자의 성별과 외적 정체성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 

을 유지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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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는 자아를 재구성 확장시키는 미디어로 허구적이며 일시적이지, , 

만 현실에 기인한 심리 갈등에서 해방감을 준다 본 연구는 아바타를 통해 . 

연구자의 자아를 구축하는 작품 제작 담론을 구축하였다 연구자는 다양한 .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바타의 자아상을 본인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자아를 , 

파악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아바타의 이미지는 연구자의 자아를 비추는 . 

거울로 작동한다. 

연구자의 작업은 아바타를 통한 자아 표현으로 연구자의 내면 단독성, , 

주체성을 다룬다 자아를 구축하는 본인의 작품 연구는 정체성의 범주화를 . 

벗어나 감정과 사고를 따르는 자아의 속성을 고찰한다. 

주요어 아바타 개인 자아 가상 다중성 정체성 멀티 페르소나  : , , , , , , 
학  번 : 201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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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의 배경 1. 

나의 자아 1)  

년대 이후 컴퓨터를 사용한 통신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1990 PC , , 

술 발전은 이전과 다른 자아의 개인을 등장시켰다.1) 특히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인터넷 환경으로 타인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고를 공유하는 자아

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 관련하여 개인의 존재를 가상 공간. 

이미지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본 연구자는 작업의 근간인 개인의 자아

와 자아 형성 구조에 주목하였다. 

연구자의 자아는 사회적 틀 속에 맞춘 불안한 삶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

으로부터 출발한다 유교와 가부장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연구자는 감정과 . 

욕망을 삶의 조건에 순응하게 만들고 자신을 가족 구성원과 집단 속 여러 ,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정의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사회관계의 역. 

할로만 정의하는 집단주의 사고는 연구자의 자아를 제한하였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따르는 자아는 자신으로부터 내재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자는 본인의 자아를 부재하는 것으로 인지한다 연구자의 , . 

자아는 자아의 부재를 인식하는 자아이다 자아를 찾기 어려운 자신을 바. 

라보는 비판적 관점은 연구자의 작업에 반영되었다. 

연구자는 작업을 통해 자아가 부재하는 자아 를 형상화하여 자아를 만‘ ’

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아의 이미지는 연구자가 만든 아바타 로 . (avatar)

1) 고요한 디지털 이중자아와 인간교육의 방향 의  , S. Turkle Seocond Self 「 – 
논의를 중심으로 한독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Vol.2016(1), 2016, p.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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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아바타는 나의 자아 와 제도에 맞춘 삶 의 충돌로 발생하여 잠. ‘ ’ ‘ ’

재의식에 남겨진 심리적 갈등을 표면에 드러낸다 심리적 갈등은 연구자의 . 

작업에서 획일적인 가상 공간과 그 공간을 유영하는 아바타가 보여주는 , 

공허와 불안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아바타를 통한 감정의 대상화는 연구자와 시각적 분리를 통해 거리감을 

유지시킨다 연구자의 아바타는 충돌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감당하게 하는 . 

의식적 틀이 된다 아바타는 인물의 특징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전환시키기 . 

용이한 매개체이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외부로 표. 

출하며 자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자아는 신체를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감각을 인지하며 자신

의 존재에 대해 믿게 하는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미디어는 정신. 

을 신체에서 확장시켜 가상의 비연속적 자아를 생성하도록 만들고 익명의 , 

계정은 다중의 자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연구자의 자아는 이러한 디지. 

털 네트워크 와 가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중으로 분열(digital network)

되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비연속과 다중으로 표현 가능한 아바타를 창조하여 

가상 신체로 사용하고 다양한 자아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아바타는 주, . 

체인 본인과 분리되어 신체 이미지와 행위를 통해 자아의 모습을 만든다. 

연구자는 여러 개의 아바타를 제작하고 제 제 의 자아상을2, 3 2) 만들어 본 

인의 자아를 찾아보려 하였으며 제 제 으로 나타나는 자아상을 연구자 , 2, 3

자아와 동일시했다 연구자의 자아를 제 제 의 자아 이미지와 동일시하. 2, 3

는 행위는 나의 자아를 바라보는 주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 

졌다. 

2) Sherry Turkle, The Second Self, Twentieth Anniversary Edition : 
Computers and the Human Spirit, The MIT Press, 200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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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와 주체2) 

 

연구자의 자아를 결정하는 것은 주체이다 본인의 주체는 내면의 감정. 

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작가로서 수행성을 가진다 주체는 사유와 행동을 . 

통해 존재를 증명하며 자아를 인식한다 내면은 개인의 정신과 심리 무의. , 

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주체. 

는 부재하는 자아를 의식하고 내면의 자아를 찾으려는 본인의 모습을 자, 

신의 자아로 받아들인다 주체의 활동을 결국 신체의 일부인 뇌의 작용으. 

로 보았을 때 주체와 자아는 신체와 연결된다 신체를 동반하여 스스로를 , . 

인식하는 것은 신체의 물리적 조건이 가지는 제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다. 

근대의 주체 개념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 사유를 하는 인간을 제

시하였다면 현대의 철학자들은 무의식의 영역과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주, 

체를 고찰한다.3) 이와 함께 주체는 노마드 적이며 사회에 따라 변 (nomad)

화 가능한 것으로 확장된다.4)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 (Alain 

는 현대의 주체가 텅 비어 있고 분열되어 있으며 실체가 없고Badiou) , , , 

비반성적이라고 설명한다.5) 유일하고 절대적인 독립적 개인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주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적 개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사고하며 판단한다 개인을 사회 집단. , 

의 구성원의 일부로 여기고 자란 연구자는 주체적 개인으로 세상을 바라, 

보는 독립적 시각 표현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인칭 시. 1

3) 지그문트 프로이드 는 무의식 개념을 반영하였고 루이 알튀 (Sigmund Freud) , 
세르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구조를 통해 주체에 대한 사(Louis Althusser) 
유를 밝힌다 황순향. , 「이데올로기와 무의식 라캉 알튀세르 그리고 지젝을 중심: , , 
으로」, 『현대영미어문학』 Vol.35 No.4, 2017, p. 105.
4)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번역 한길사 , , , , 1999, p. 549. 『 』
5) 알랭 바디우 존재와 사건 사랑과 예술과 과학과 정치속에서 조형준 번역 , : , , 『 』
2013,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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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이미지를 다면의 입체 공간에 연출하여 연구자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 

다르게 인지되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연구자의 초기 작업인 은 본인의 이중적 상태를 드러낸<FULL>(2005)

다 그림 공간에 가득 찬 인물의 이미지는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지.[ 1,2,3] 

만 관객 혹은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있다 밖으로 드러나고 싶은 욕망과 . 

안전하게 안으로 숨고 싶은 욕망은 한 시점에서만 바로 보이는 일그러진 

이미지로 나타난다 상업 광고에서 다루는 대형 스케일의 왜곡된 인물 이. 

미지는 전시 공간을 감싸며 바라보는 대상의 신체에서 낯선 공간적 체험, 

으로 관객을 이끈다 대형으로 출력되어 설치된 사람 이미지는 관객과 상. 

대적인 스케일 차이를 강조하며 드러난다. 

디지털 프린트 설치그림[ 1] <FULL>, 2005, , 350x7750x3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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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프린트 설치[ 3] <FULL>, 2005, , 350x7750x300cm

그림 디지털 프린트 설치[ 2] <FULL>, 2005, , 350x7750x3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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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전시 공간과 인물의 모습을 중첩시켜 공간이 원래 가지고 있, 

는 감각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작품은 전시 공간의 한 벽을 중심으로 . 

좌 우 상 하의 공간을 포함하여 설치되었다 관객은 작업을 한곳에서 응, , , . 

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동하며 이미지의 변화를 경험하고 바닥의 , 

이미지 위로 올라가 작업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특정 위치에서 평면적 이. 

미지를 드러내는 보이는 공간 설치작업은 원본의 이미지를 온전히 감상하

기 위해 스스로 몸을 움직여 고정된 작가의 눈을 찾아 맞추는 과정을 수

행하게 만들었다. 

시각 문제는 주체성과 연결된다 나로부터 출발해 대상을 바라보고 표. 

현했던 서양 미술과 달리 한국화에는 다시점이나 역원근법의 표현방식이 , 

있다 주체에서 출발한 인칭 시점의 원근법과 타자와 집단의 시선으로 . 1

주체를 바라보는 것에는 주체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집단주의에 익숙한 연. 

구자는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사회와 집단을 우선시하고 타인

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다 위의 작업은 주체성의 문제를 이미지를 바라. 

보는 시각 인지 행위와 연결시켜 응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보는 주체로, 

서의 자신을 표현하였다 자아는 시각화 시킬 수 없지만 거대한 자화상의 . , 

시각 이미지가 드러내는 상징들은 당시 연구자가 가진 자아의 존재감을 

반영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인의 자아가 무엇인지 파악하. 

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자 주체는 고유한 자신을 밝히기 위한 내면의 자아를 부재하는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자아가 만드는 파편적 특징들을 표현하여 자아상을 구축,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물리적 제약과 사회의 규율이나 평가로부터 . 

자유로우며 자신과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바타를 제작하게 되었다. 

불분명한 자아는 연구자를 대리하여 만들어진 실시간 시뮬레이션의 꼭두

각시 아바타를 통해 자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7

잠자는 모뉴먼트 는 아바타를 프로그래밍하여 만든 작업이다< >(2020) . 

작업 속 아바타는 무한한 가상 공간에서 단독의 존재로 등장한다 작업 속 . 

아바타는 관객을 주체로 하여 움직인다 관객은 원하는 각도에서 아바타를 . 

볼 수 있다 평면 스크린 속 아바타의 이미지는 인터넷 상에서 관람할 수 . 

있으며 관객의 컨트롤에 따라 다른 위치와 크기로 조정 가능하다 연구자, . 

의 분신인 아바타는 가상 환경의 허구 이미지로 부재하는 자아를 여러 가

지 모습으로 보여준다 작업의 아바타는 외부의 영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 

나타나는 자아를 드러낸다.  

가상적 연결은 현실 세계보다 훨씬 쉽게 연결되고 끊어지는 일시적 허

상과 같다 주관을 내세우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따른 책임과 부담. , 

그리고 수직적 조직 사회가 주는 압박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연구자는 불안한 허상의 가상 환경에서 구속

받지 않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는 이중적 감정을 경험하였다. 

연구자는 네트워크 환경의 영향으로 분열하여 나타나는 다중적 자아 이

미지를 제작하게 되었다 외부 환경과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연구자의 자. 

아는 여러 인물의 모습을 통해 표출된다 이에 따라 아바타는 연구자 자아. 

를 드러내는 허구적 실체가 된다 연구자가 창조한 아바타는 본인을 대체. 

하는 가상 신체이자 멀티 페르소나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Multi-Persona)

다. 

본 연구는 아바타를 통해 다중적 자아가 표현되는 과정을 작품 분석과 

함께 다루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진행해온 작업의 시대적 예술적 . , 

맥락의 단서를 살피고 그 의의를 규명하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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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과 목적  2. 

연구자는 서구에서 정립한 개념인 독립적 개인이 아닌 관계 속 역할로 

자신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아를 구축하는 예술 활동을 하는 . 

연구자는 작업의 전개를 위해 개인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 

자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나 라는 개인의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 ’

피고 본인의 자아를 무엇인지 찾고자 시도하였다, . 

연구의 내용은 자아 개념을 정의하고 연구자가 파악하는,  본인의 자아

를 디지털 가상 환경이 만드는 자아의 맥락에서 살펴 이에 따른 자아의 , 

공허함과 불안 분열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다루는 가, . 

상 공간의 표현 방식과 아바타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여 본 연구자의 작, 

품이 표현하는 자아와 작품 개념을 고찰한다. 

자아 표현 1) 

본 논문은 자아 표현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의 자아는 찾기 어려운 . 

부재의 상태로 공허함과 불안의 감정을 가진다 부재의 자아는 연구자의 . 

작업에서 파편적 자아 이미지로 분열되어 나타난다. 

자아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인지하고 사고하여 파악하는 것이

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존재의 의미를 밝히. 

고자 했다 전통적으로 자아는 개인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다루. 

어져 왔다 현대의 정신 분석학은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 (Sigmund Freud) 

드 와 초자아 를 중재하는 개념으로 자아를 설명하며(id) (super-ego) 6) 정신, 

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포함시켜 비중 있게 다루며 자아 개념을 발전시켰

6) Sigmund Freud, The Ego and the ID, Trnslated by Hannah Correll, 
Clydesdale Press, 201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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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체 결정론의 경우 구조가 존재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자아. , 

를 자신의 외부에 있는 타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한다.7) 현대에  

이르러 자아는 자신의 사고뿐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논

의된다. 

연구자는 작품의 아바타를 본인을 비추는 거울로 자신의 자아를 대상화

시켜 표현하였으며 아바타의 자아상을 나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하여 바라, 

보려 하였다 이에 따라 아바타 이미지는 라캉은 이 언급. (Jacques Lacan)

한 거울 단계 의(mirror stage) 8) 자아 개념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라캉

은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동일시하며 자아를 구

성하는 과정을 거울 단계의 자아 개념으로 정의한다 연구자는 아바타를 . 

부재하는 자아의 파편적 이미지의 자아상으로 만들었으며 아바타 이미지, 

를 다시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하였다 작업에서 다중의 자아로 분열되어 . 

나타나는 자아의 이미지들은 본 연구자의 자아를 구축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자아 2) 

연구자는 정신 활동이 자아를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 신체와 정신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다양하게 .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의 일원론적 관점에서는 정신을 우위에 두고 신체를 .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거나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바

라보았다.9) 세기 명나라의 유학자 왕수인 은 정신이 객체를 형상 15 ( )王守仁

화하므로 객체가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0) 

7) 박찬부 상징질서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체의 문제 라캉과 알튀세르 영 , , , , 「 – 」 『
어영문학 Vol. 47-1, 2001, p. 64. 』 
8) 조엘 도르 라캉 세미나 에크리 독해 홍준기 강응섭 번역 눈출판그룹 , I , , , , 『 』
2021, p.134.
9) 한경자 스토아 혼합 논의 스토아 혼합론은 스토아 일원론과 두 가지 물체 , -「
적 근원론을 양립가능하게 하는가 철학사상? , 50, 2013, p.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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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르네 데카르트 는 이원론을 주장하며 신체와 정17 (René Descartes)

신을 별도의 분리된 두 개의 실체로 설명하였다  .11) 데카르트의 사유 개념 

은 자아와 주체에 대한 근대 철학 사유의 토대가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마셜 맥루한 은 미디어를 인간의 확(Marshall McLuhan)

장으로 서술하였다.12)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들은 인간을 증폭시키고 확장 

시키며 사회에 충격을 가한다.13) 구전 문화에서 활자 문화로의 이행은 산 

업 시대의 출현과 함께 인간의 사고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활자 시대에서 . 

아날로그 전자 네트워크 시대로의 변화는 다시 부족 시대의 구전 문화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고 맥루한은 이를 글로벌 빌리지 라 , ‘ (Global Village)’

지칭했다.14) 위성과 등으로 연결된 전자 네트워크 사회는 인간 중추 TV 

신경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인간의 . 

감정과 사고를 신체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디지털 미디어는 한 사람이 복수의 자아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하나. 

의 신체는 미디어 플랫폼과 계정에 따라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나타

난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온라인으로 서로가 촘촘히 연결된 지금 근대. , 

화가 정의한 독립적인 개인의 모습과 다른 네트워크의 주체가 등장하였다. 

디지털로 전환한 현대의 네트워크 사회는 온라인 미디어에 담긴 집단 

감정이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형성한다 미디어 생산의 탈 중. 

심화에 따라 방송국이 아닌 개인이 인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방송을 하1

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대중을 내면화한 네트워크화된 자아를 만들어 낸, 

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카메라가 항상 나를 바라본다는 가정으로 외. 

10) 양선진 왕수인 심즉리의 현상학적 의미 양명학 , , , 5-32, 2016, p.4.「 」 『 』
11) 르네 데카르트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 이현복 번역 문예출판사 , , , , 2021, p. 『 』
105.
12)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이한우 번역 민음사  , , , , 2002, p.91. 『 』
13) 위의 책 ., p.113.
14) 마샬 맥루한 구텐베르그 은하계 임상원 번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 , , , 2001, 『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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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보여주기 위한 자아를 만들어 내며 내면의 자아보다는 네트워크 관, 

계 속에서 인정받는 자아를 추구하게 된다. 

온라인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주체와 주체 타자와 , 

타자 등의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Gilles Deleuze 

천 개의 고원 에서 리좀and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 (1980)『 』

에 대해 저술하였다(rhizome) .15) 리좀은 시작과 끝이 없이 펼쳐진 뿌리들 

로 탈 중심적이며 유목적으로 점과 점들을 연결하는 철학적 개념이다.16) 

거미줄을 뜻하는 웹 은 리좀의 특징을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각각(web) . 

의 개인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서로를 위계 없이 연결시키는 가능

성을 시사한다 네트워크 연결은 알고리즘 에 따른 방대한 정보. (algorithm)

를 개인에게 전달하고 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 근대화된 개인이 자신, . 

을 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토대를 

세웠다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향유하는 연구자는 외부의 정보와 기준에 자, 

신을 맞추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자아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자아이다 연. 

구자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자아의 맥락을 살피고,  

본인의 자아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밝히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가상 환경은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넘어 자아를 확장시킨, 

다 온라인 미디어는 자신의 신체를 뛰어넘고 사고와 감각의 영역을 네트. 

워크에 존재하게 만든다 개인의 자아는 이에 따라 네트워크 가상 환경에. 

서 존립할 수 있게 되었고 내면이, 17) 아닌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됨에 따 

15)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p. 21.
16) Ibid., p.25.
17)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의  ‘ . (cogito ergo sum)’
코기토 는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의 사유를 통해 발생하며 자신의 존재를 (cogito) , 
유지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르네 데카르트 앞의 책. , ,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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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자 자아를 부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연구자는 디지털 가상 환경에서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어 정신세계를 공

유하고 있다고 여겼다.18)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보들을 받아들이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 

로 재생산하는 것을 부추긴다 디지털 미디어는 사고와 감정 체계에 변화. 

를 가져오고 다중적 자아를 생성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네트워크의 자아, . 

는 외부의 감정과 사고를 흡수하여 만들어진다 연구자의 자아를 비어있는 .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과 사고를 외부로부터 이끌어내기 때

문이다. 

연구자는 본인의 자아를 체현할 수 없는 허구적 속성과 비어있는 것으

로 파악하였으며 부재하는 자아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없게 만들, 

었다 이러한 자아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 수 없게 하고 불확실한 상태. , 

로 공허와 불안을 야기하였다 연구자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아를 . 

구축하는 대상으로 아바타를 제작하게 되었다 자아의 모습들은 작업의 아. 

바타를 통해 멀티 페르소나로 드러나고 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연구자의 , 

자아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아바타 사용은 성별과 신체 정체성의 사회 . 

관념에서 벗어나 내면의 본질적 자아 탐구의 가능성으로 확장된다, . 

둘째 디지털 환경은 분열적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 , 

자아를 발생시킨다 연구자의 자아는 디지털 가상 환경의 비연속성에 기인. 

하여 일시적이고 다중적인 모습으로19) 나타난다 디지털 환경의 비연속  . 

자아 형성은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을 따른다 디지털 미디어는 과 의 . 0 1

이진 체계의 텍스트로 구성된다 비연속적이며 추상적인 과 의 (binary) . 0 1

조합은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영상으로 구현되어 모니터에 , , , 60hz-120hz

18) Lee Rainie, Barry Wellman, Networked : The New Social Operating 
System, The MTI Press, 2012, p.269. 
19) 이종윤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시그포럼 , , , Vo.1 「 」 『 』 
No s001-s012, 2011,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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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 착시를 일으켜 연속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자아는 본래 시간의 연속성에 기반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떠 인지한 . 

자신의 존재가 오후에 이를 기억 못하는 또 다른 자아로 바뀐다면 분열이, 

나 정신 질환으로 여겨질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자아는 비연속적 분. 

열과 끊김을 전제로 짧은 시간에 복수의 아이디에 접속해 여러 역할을 운

영하는 존재를 만들어 낸다. 

연구자는 디지털 미디어의 파편화된 집단주의 영향을 받는다 유튜브. ,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각각의 , , , 

계정을 생성해야 사용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미디어 특징에 따른 새로운 . 

감각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만, 

든다 이러한.  환경은 연구자의 자아를 분열시키고 언제든지 끊어지고 사, 

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함을 유발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실질적 소통과 관계없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됨

으로 소속감과 안정을 갖는다 외부의 사고와 감정 체계로 내면을 만드는 . 

연구자의 자아는 가상 환경의 비연속 끊김에 대해 불안과 공포로 받아들

인다 연구자는 인터넷 회사 의 전국적인 통신 장애로 한 시간 가량 온. KT

라인 네트워크와 끊기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당시 전화와 문자를 제외한 . 

모든 온라인 미디어와 디지털 접속이 불가능하였고 이는 디지털 가상 TV , 

환경에서 소통하는 모든 사람 및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디지털 . 

가상 환경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은 유대감을 만들며 동시에 ,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속성은 고립을 준다. 

이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의 자아는 내면의 공

허함과 불안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본론의 연구는 부재하는 자아의 표현을 . 

살피고 작업의 주제와 개념을 분석하여 자아의 특징을 형상화하는 연구자, 

의 작업 의도와 의의를 도출한다 자아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비연속으. 

로 분열되는 연구자의 자아는 아바타를 통해 확장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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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공간과 아바타 3)  

연구자는 아바타를 만들어 다중적 자아 표현을 시도하였다 자아 표현. 

은 아바타가 등장하는 가상 공간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디지털 테크놀로. 

지가 만든 공간은 개인의 감각을 투영시켜 경험하는 가상 세계를 만들었

다 가상 공간의 향유는 현실 체험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관객은 실재하. . 

지 않는 장소를 경험하며 가상으로 나타나는 대상의 현전을 감지하고 상, 

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 

해하므로 가상 환경 역시 가시 혹은 가청과 같은 감각으로 받아들인다, .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 생산과 사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켰

다.20)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이 만드는 이미지는 현실을 일부 반영하 

면서도 물리적 환경과는 다른 인식을 이끌어낸다, . 

현실 공간이 대체 불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장소로 존재하는 반면 가상 

공간은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며 현실과 중첩하여 , 

작동하거나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행기 조종을 배운 에드윈 링크. 

는 년 프로토타입 비행 훈련 장치를 개발하(Edwin Link) 1929 (prototype) 

였다.21) 가상훈련 장치는 컴퓨터 기술과 함께 무인 항공기 잠수함과 우주 , 

선 조종 장치로 발전했다 는 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아폴로 호를 . NASA 13

지구에 귀환시키고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 숨겨진 기지의 조종사는 무인 , 

폭격기로 현실 공간에서 전쟁을 치른다.  

가상 공간이 구축되는 방식은 공간을 체험하는 사용자 혹은 아바타의 

경험 방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투기 시뮬레이터 게임 사용자는 그. 

것을 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참여하지만 의 우주선 시뮬레이터 , NASA

조종자는 자신의 조종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상과 현실의 중첩이나 . 

20) 마이클 러시 뉴미디어 아트 심철웅 번역 , , , 2003, p. 186. 『 』
21) Katheleen Rosen, “The history of medical simulation”, Journal of 
Critical Care, Vol.23, Iss. 2, 200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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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모호함은 그것을 경험하는 현실 주체의 반성적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현실의 삶에서 요구하는 외모 물질 정치 사회 등의 조건들은 가, , , 

상 공간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 공간은 현실 세계를 극복하거나 .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낸다 컴퓨터나 디지털 스, . 

크린 스마트폰의 시뮬레이션이 만드는 가상 이미지는 실재를 모방하거나 , 

중첩시키며 리얼리티를 증폭시킨다. 

연구자는 본인의 주거 공간과 환경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의 공3D 

간을 설계하고 연구자를 대체하는 아바타를 제작하였다 아바타는 현실의 , . 

주체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가상이 아니며 현실과 연계하여 , 

작동하는 대리 자아가 될 수 있다.22) 아바타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 

물리적 신체와 사회 규범의 영향을 벗어나게 한다 연구자의 아바타는 가. 

상 신체이자 멀티 페르소나로 현실보다 용이하고 자유롭게 자아상을 표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제작한 아바타의 멀티 페르소나가 만드는 . 

자아의 특징을 살피고 본 연구자의 작품 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22) 이종윤 윤주현 앞의 글 , , ,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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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3. 

본 논문은 연구자의 자아를 부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형상화하, 

여 작품의 아바타로 표현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본론에 앞서 연구. 

자의 자아와 주체 개념을 정의하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의 자아 개념과 표현에서는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자아 개념의 변II

화를 선행적으로 살핀다 이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요구에 따른 자아 정립. 

의 문제를 돌아보고 작업에 표현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자아의 정립은 자, . 

기 자신과 외부 사회가 동의하는 보편적 지각 요소와 함께 이루어진다 연. 

구자는 자신의 자아를 내면에서 생성되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 

영향을 받아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네트워크 . 

환경의 자아의 특징을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장은 디지털 미디어의 자아와 멀티 페르소나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III .  

연구자의 자아는 가상과 실재에서 혼성되어 나타난다 이를 가상 신체의 . 

자아를 통해 밝히고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변화하는 아바타의 특징을 탐, 

구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네트워크 환경은 외부의 정보와 가치관을 내면화 시켜 

자신의 자아로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접속과 끊김을 반복하며 . 

비연속의 분열적 자아를 만들어낸다 단일 자아는 소셜 미디어에서 여러 . 

개의 계정을 운영하는 다중적 자아로 분열한다 자아는 신체 외부의 네트. 

워크 환경에서 비연속으로 분열되어 표출된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다중적 . 

자아를 멀티 페르소나 작품 담론으로 논의한다. 

장은 본인의 작업으로 제작한 아바타가 반영하는 자아에 대해 다루고IV

자 한다 작업의 대표적 아바타 루시 의 제작 과정을 살피고 아바. ‘ (Lucy)’ , 

타가 드러내는 자아의 특징을 설명한다 작품 속 아바타는 멀티 페르소나. 

가 되어 고유의 자아를 구축한다 연구자는 아바타의 자조적인 모습 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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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는 모습 탐험가의 모습의 페르소나를 통해 자아를 형상화하는 , 

작업 내용을 고찰하고 작품의 공간 표현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 

연구자의 아바타는 가상 공간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연구자의 작품 속 . 

풍경과 공간은 연구자가 보는 현실의 모습이기 보다 아바타의 눈으로 본 , 

공간을 상상한 것이다 가상 공간의 표현은 아바타의 내면의 감정을 부각. 

시킨다 아바타가 등장하지 않는 가상 공간은 자아의 부재와 불안을 무너. , 

지는 공간의 이미지로 극대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작품은 허구성을 . 

강조하고 반복되며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안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 

장은 본인의 자아와 정체성 표현의 문제를 다룬다 연구자는 자신의 V . 

자아를 정체성 개념과 분리하여 감정과 사고를 다루는 주체 개념으로 분, 

석하여 바라보고자 시도한다 아바타는 본 연구자가 부여한 가상적 특징의 .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해체 혹은 중화하여 드러낸다 이는 연구자 신체에 , . 

따르는 정체성이 아닌 내면의 자아와 주체에 주목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 

장에서 아바타와 정체성 관계를 논의하여 외부 조건이 규정하는 개인의 

모습이 아닌 자아의 본질적인 부분인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연구자 작

품의 의도를 밝힌다. 

연구자는 집단으로부터 주체적 개인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과정으로 아

바타를 다룬다 연구자의 작품은 현실의 외형을 반영하여 제작한 희화적 . 

모습의 루시 와 정체성을 전환한 조셉 뱅크스 의 아바타 퍼포먼스로 자아‘ ’ ‘ ’

를 표현한다 본 연구는 아바타가 연구자를 대리하는 자아상을 형성하고. , 

이에 따라 연구자의 자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작업을 고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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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개념과 표현II. 

자아 개념의 변화 1. 

자아는 뇌의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인지하는 행위이므로 영구, 

불변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단일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 

는 상태에서 자아는 점진적인 변화를 가진다 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 10

자아가 상반된다면 동일한 자아라고 할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서 괴리가 ? 

큰 자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낼 경우 해리성 정체 장애나 분열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해석될 것이다.  

자기를 지각하는 행위는 심리학에서 자기개념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자기개념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째로 개인이 스스로를 지각

하여야 하며 둘째로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3) 

자신을 인지하는데 타인의 존재를 염두에 두는 이유는 자기 자신은 타인, 

의 인정과 함께 완성되기 때문이다. 

타인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은 자기개념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간의 기본적 성별이나 외모 인종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날 때부터 주어진다 이 요소들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에 따라 타인에게 받아들여진다 보편적 스테레오 타입의 성별 이미지를 . 

떠올렸을 때 수영장의 상반신을 가리지 않은 남자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 

는 없다 그러나 하반신만 가리는 남성용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있다면. , 

자기개념이 부족하거나 다른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자기개념이 복합적으로 잘 정립된다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아성찰

23) Carl Rogers,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Houghton Mifflin Company, 196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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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받겠지만 때때로 자신을 구속하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타자와. 

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나 윤리적 태도가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불일치 할 경우 심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타인에게 외적으로 . 

드러나는 나 자신과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의 모습의 간극에 따라 외부의 , 

조건들에 부합하는 자아상을 만들어낸다 연구자는 외부에 맞춰 만들어진 . 

자신의 자아를 부재의 자아로 규정한 바 있다 자아가 없음을 인식한 본인. 

은 외부 사회가 개인의 신체 특징이나 성별 등으로 규정하는 정체성 개념

이 아닌 감정과 사유에 따르는 내면의 자아를 찾으려 시도했다, . 

디지털 네트워크는 하나의 신체를 가진 자아가 신체와 물리 사회적 제, 

약을 뛰어넘어 다중의 자아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24) 몸과  

정신의 관계와 분리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왔지만 이 모두 한 , 

사람이 하나의 신체에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 

리적 실재와 신체의 입장에서 가상 환경이 만드는 현상을 바라볼 때 단일 

신체의 단일 자아가 다중으로 분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익명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각각의 역할

을 하는 자아를 만들어 수행한다.25) 계정의 주체는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로그인 할 때마다 계정의 주체가 만드는 모습을 의식하며 비연속 자아를 

만들게 된다 물리적 현실과 사회에 기반하여 한 개인을 지속시키는 연속. 

적 자아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특정한 네트워크로의 접속과 끊김의 , 

비연속성을 통해 다중으로 분열하는 자아로 확장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몸이 위치한 장소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

24) Sherry Turkle, “Multiple Subjectivity and Virtual Community at the 
End of the Freudian Century”, Sociological inquiry, Vol.67 (1), 1997, p. 
73.
25) 년 한국인의 평균 소셜 미디어 계정은 평균 개였으며 발발 2019 6 , Covid 19 
이후 평균 개의 새로운 온라인 계정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14 . KBS NEWS 
홈페이지 년 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63581 (2021 12
일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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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인과 소통이 가능하며 의도적인 플랫폼 환경 설정이 없다면 타인의 , 

접촉을 막기 어렵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되고 교류하게 만든다 스마트폰을 꺼놓지 않으면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 

해 전 세계 누구든 나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 연락할 수 있다 짧. 

은 시간 안에 표면적으로 접하는 각종 정보와 온라인 집단이 형성하는 무

의식은 현실의 자아에 영향을 준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현실을 바탕으로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체험할 수 있

으며 현실과는 다른 감각 체계가 작동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신, . 

체와 감각은 확장되고 기존의 정체성 개념이 통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대, 

두되었다.26) 개인의 신체 특징이나 성별 인종 등에 의한 근대 사회의 정 , 

체성 개념은 한 개인을 대상화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대. 

의 주체와 정체성 개념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다, 

중적 자아를 표현해 여러 명의 인격체로 행위 하게 하여 단독 개인의 존

재를 해체한다. 

자신의 존재와 자아는 특정 대상으로 결정지어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 

구자는 스스로의 자아를 외적 기준이 되는 정체성 개념이 아닌 개인의 내

면의 사고와 감정에 의한 정체성에 따라 파악하고 작업에 표현하고자 시, 

도한다. 

26) 신경 과학은 기억이 뇌가 아니라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연구에서 밝혔으 
며 사람의 머리와 타인의 신체를 결합한 포스트 휴먼의 사례는 정체성 개념의 , 
재고를 요구한다 천현순 몸ㆍ기억ㆍ자아 사이언스 픽션 속 합성인간의 자아. , 「 － 
정체성 문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 Vol. 42 (0), 2020, p.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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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와 외부의 충돌  2. 

개인의 이름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 혹은 전문

적으로 작명을 하는 사람이 짓게 된다 개인이 태어나고 이름을 가지고 자. 

아를 인지하는 순간까지 타인에 의해 내 존재가 만들어진다 연구자 본인. 

의 이름 현선 의 한자 현 은 물이 솟아오르는 모양을 의미하고 ‘ ’ ‘ ( )’ ‘泫 先

선 은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장녀로서 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 )’ .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자신이 아닌 외부의 인물은 태어. 

난 지 얼마 안 된 유아에게 이미 첫째 자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

구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자아는 외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연구자는 세였으며 귀국 직후부터 가족으로부29 , 

터 안정된 직장과 결혼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았다 년에도 여전히 . 2007

한국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를 든 경우 노처녀로 간주되며 불

행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구. 

자의 학업과 작품 활동을 지지하면서도 가부장 사고관을 가진 부모님은 

자식의 행보를 매우 염려하였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연구자에게 심리적 . 

갈등을 유발하였다. 

연구자는 근본적으로 본 연구자가 스스로를 지각하는 것과 타인과의 관

계에서 드러나는 자신에 대한 불일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의 존재에 . 

대해 스스로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은 불안정한 자기개념을 발생시켰다 미. 

국의 심리학자 제니퍼 캠벨 은 연구를 통해 자기개(Jennifer D. Campbell)

념 명확성 이 우울 및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웰빙에 (Self-concept clarity)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27)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 풍부하고 유연성 . 

있게 드러날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뚜, 

27) Jennifer D. Campbell, Sunaina Assanand,  Adam Di Paula,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115-40, 200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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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해야 한다 외부의 충돌에 따른 자기개념의 불일치는 연구자의 심리적 . 

갈등과 압박을 심화시켰다 연구자는 불명확한 자기개념에 대해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의문과 혼란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게 되었다 이, . 

에 따라 나와 타인의 관점 차이를 작품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과 연결시

켜 표현하였다.  

균형점 의 이미지는 왜상 으로 작품 앞을 지나는 < >(2007) (anamorphosis)

사람들의 시점에 따라 형상이 일그러져 보이는 효과를 준다 그림 라캉.[ 4] 

은 눈으로 대상을 보는 행위와 응시 개념을 통해 본다는 지각 행위(gaze) , 

를 넘어선 응시가 있음을 설명한다 라캉에 의하면 시각에 의해 형성되는 . 

공간은 원근법적 공간이 아닌 빛을 통해 형성되는 왜곡된 형상 이다 라‘ ’ . 

캉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에 표(Hans Holbein) < (Ambassadors)>(1533)

그림 균형점 디지털 프린트 설치 각  [ 4] < >, 2007, , 130x130x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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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왜상을 무화된 주체의 가시화로 설명한다.28) 왜곡된 형상을 통해 보 

이지 않는 시선의 주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다는 행위에 대한 . 

의구심과 관점의 차이를 왜상 이미지로 작품에 반영하였다. 

균형점 은 다면체인 오브제 위에 사진을 프린트하여 만든 작업이다< > . 

두 개의 피라미드 형태의 오브제를 벽에 엇갈린 모양으로 설치하였다 오. 

른쪽 상단의 인물이 아래를 누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왼쪽 하단의 인, 

물은 오른쪽의 피라미드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피라미드 안의 인물. 

은 검은 정장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면접을 하려는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

인처럼 보인다 각진 피라미드의 형태와 정장은 제도를 상징한다 본 작업. . 

보다 년 앞서 만든 탈출 그림 과 비교하면 완전히 갇혀버린 5 < >[ 5](2002) , 

인물과 프레임을 벗어나고 있는 인물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연구자는 자신의 자아를 찾지 못하고 외부 사회가 승인하는 대상의 이

미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고자 했다.29) 특정 인상을 만들고 

자 하는 노력은 불안의 심리와 갈등을 유발하였다 작품의 신체는 대상으. 

로 작품에 등장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위의 주체이자 응시의 대상이 

된다.30) 연구자는 작품에 스스로를 등장시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 

작품 이미지가 관객에게 한국인 여성의 정체성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험하, 

였다 연구자는 신체가 드러내는 정체성 개념으로 본인의 자아를 설명할 . 

수 없음을 인지하고 신체가 만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려 하였다 이에 따, . 

라 정체성 개념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내면의 자아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아바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8)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by Alan Sheridan, Karnac, 1977, p.86.
29) 김미령 공적 자의식과 대인 물안과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 성취의 매개 효 「
과와 조절 효과 상담학 연구, , Vol.12-2, 2011, p.4.」 『 』
30) 이지은 감각의 미술관 이봄 , , , 2012, p.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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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탈출 장 잉크젯 프린트 가변크기[ 5] < >, 2002, 42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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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와 페르소나III. 

가상과 실재의 혼성 1. 

가상 인물과 아바타  1) 

연구자는 작품에서 연구자를 대리할 가상의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가상 

인물은 개인의 이미지 혹은 목소리 텍스트를 구체화시켜 드러내어 인물의 ,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 인물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컴퓨터 그래픽으. , 

로 만들어진 사람 형상의 이미지 로 제작된 사람 디지털 휴먼 게임, 3D , , , 

소셜 미디어 영상과 사진의 매체로 나타날 수 있다, . 

시간 이라는 작업은 디지털 프린트 작업으로 직접 촬영한 사<110 >(2013)

진들과 하프 라이프‘ (Half Life)’31)라는 게임 속 장면들 심즈, ‘ (Sims)’32)라

는 게임의 캐릭터가 혼재한다. 그림 [ 6] 연구자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로 

만들어진 인물과 풍경 직접 찍은 사진을 조합하여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 

풍경을 만들었다.

31) 하프 라이프 는 년 출시한 게임으로 수준 높은 그래픽과 물리  (Half Life) 1998
엔진으로 게임을 통한 가상 체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동현 하. , 「
프라이프 알릭사의 의미와 게임 성공 요소 고찰 한국콘텐츠학회VR , , Vol. 20 」
(9), 2020, p. 275. 
32) 심즈 는 게임 회사 의 대표적인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집을  (Sims) EA
중심으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게임이며 년 전 세계적으로 억본 이상이 , 2016 2
판매되었다 홈페이지 . Polygon : https://www.polygon.com/2016/5/5/1159 

년 월 일6972/2016-world-video-game-hall-of-fame (2021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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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에서 다리 아래 물가에 부자연스럽게 누워 있는 인물은 게임 , 

심즈 에 등장하는 캐릭터이다 심즈는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캐릭터나 ‘ ’ . 

NPC33)를 만나면서 친구를 만들거나 가족이 되는 비디오 게임이다.  

33) 는 의 줄임말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 NPC Non Player Character
터이다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게임 속에 한 역할을 맡아 행동한다 는 . . NPC
경우에 따라 가상 인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림 시간 피그먼트 프린트 설치[ 6] <110 >, 2013, , 105x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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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캐릭터들은 심 으로 총칭된다 가상 인물인 심들은 다른 ‘ (sim)’ . 

심들과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한다 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 

밥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행위, 

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심즈는 전투 게임이 아니므로 캐릭터가 싸워서 .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집을 중심으로 친구들을 만나 소통하는 일상 . 

게임 심즈는 경우에 따라 불이 나거나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현, . 

실과 같은 지루한 일상이 게임에서 반복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 

캐릭터들을 죽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캐릭터를 벽 . 

안에 가두고 굶어 죽는 상황을 만들고 그 캐릭터를 연구자의 작품 안에 , 

합성하였다. 

캐릭터가 드러내는 컴퓨터 그래픽의 만화 같은 요소와 저해상도 픽셀의 

불분명한 표정 표현은 가상의 이미지임을 강조한다 교복을 입고 서있는 . 

인물은 이 납작하게 눌린 종이인형과 같은 가상 이미지와 대비하여 실존

의 지위를 획득한다.34) 이에 따라 가상 인물은 연구자를 대리하는 수행자 

가 되며 가상 이미지는 수행자에 의한 결과물로 작품에 표현된다, . 

작품 안의 배경은 하프 라이프 게임 속에서 촬영한 풍경과 현실의 아파

트가 중첩되어 모호하게 표현된다 작업에 사용된 하프 라이프는 년 . 1998

처음 발매된 인칭 슈팅 게임 이며 로 줄여 말1 (First-person shooter) FPS

한다 의 경우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와 게임 캐릭터의 시점이 일. FPS

치한다 게임 속의 캐릭터가 보는 풍경이 모니터나 티비 스크린에 나오며. , 

그것을 플레이어가 보고 조종하면서 마치 자신이 게임 속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것 같은 몰입을 느낀다 가상 인물은 사용자가 연결되어 같은 시각과 . 

움직임 등을 공유하고 상호 작용 하면서 아바타로 작동하게 된다, . 

34) 진주영 강현선 개인전 년 월 일 일 공아트스페이스 이중도 , , 2013 11 11 16 , <– 
시>,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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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체하는 디지털 가상 이미지인 아바타는 실제 인물과 어떤 관

계에 놓일 수 있을까? 연구자와 아바타가 연결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는 표 의 구조도로 설명할 수 있다 게임 캐릭터 자체에는 물질성[ 1] . 

이나 영혼이 없지만 연구자의 시선과 감정을 투영하여 움직이고 그것이 , 

스크린에 시각화되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시선과 감정을 가진 아바타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작품에는 연구자와 가상 인물의 다중 구조가 발생

한다 게임 캐릭터와 그것을 조종하는 플레이어 플레이어를 조종하는 연. , 

구자로 각기 다른 실체로 분리할 수 있다 연구자의 신체를 벗어나 가상 . 

주체로 분리되는 아바타는 표 와 같은 구조로 드러난다[ 2] . 

플레이어는 게임 캐릭터를 선택하여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게 된다 게. 

임 캐릭터는 게임 환경 안에서 아바타가 되어 움직인다 캐릭터는 실제 몸. 

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혹은 연구자가 가진 자기개념의 영향

을 받지 않고 어떤 행동이든 취할 수 있다. 

 

연구자 아바타의 심리 구조 표[ 1] 

연구자 신체와 아바타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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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캐릭터의 완벽한 자율성과 다르다 게임 환경은 여러 가. 

지로 나눠진 옵션을 제공하고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게임 캐릭터가 스. 

크린에서 튀어나오거나 게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플레이어는 게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환경 내의 제한적 자율성을 . 

획득한다.

아바타로 나타나는 게임 캐릭터와 연구자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은 구조도로 표현하였다 표 아바타 가 응시 가능한 신체로서 등장.[ 3] A

한다면 연구자 는 주체를 가지고 자아와 내면을 만드는 정신이다 에 , B . B

해당하는 플레이어 혹은 연구자는 를 조종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는 A . A

드러나지 않으며 는 응시의 대상이 되면서 존재감을 가진다 가 없는 , B . B

상태의 는 가상 인물로 주체를 가질 수 없다 는 를 통해 스크린에 A . A B

이미지를 만들며 보이지 않는 주체를 암시하면서 아바타 자아를 획득하게 , 

된다.   

연구자 아바타의 정신과 신체 관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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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가상 인물인 게임 캐릭터와 같은 시각과 움직임을 체험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험이 중첩되고 구분이 무의미해짐을 경험했다 작품의 , . 

제목은 비디오 게임 하프 라이프 를 플레이한 시간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 ’ , 

가상의 게임에서 경험한 시간과 공간이 현실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것을 

상징한다. 

장 보드리야르는 디즈니랜드가 사람들에게 환상의 (Jean Baudrillard) 

장소를 제공하여 디즈니랜드 바깥의 것들을 실재 로 믿게 한다고 서술한, ‘ ’

다.35) 모방과 복제로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실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허 , 

상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실재하지 않는 환상을 만. 

들 수 있을까 가상 세계가 현실의 일부로 작동하는 지금의 시대에 모든 ? 

것이 가상이면서 실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실재와 ? 

시뮬라크르 의 상징들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simulacre) .36) 연구자는  

가상 세계가 판타지를 제공하는 가짜가 아니라 실재와 연결되어 작동한다

는 점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작업에 활용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바타는 신체 확장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도나 해러웨이 는 년 사이보그 선언. (Donna Jeanne Haraway) 1985 ‘

을 통해 사이보그를 사이버네틱 유기체 기계와 유(Cyborg Manifesto)’ ‘ ’, ‘

기체의 혼성물 이라고 정의하였다’ .37) 안경이나 의수 인공심장과 같은 장치 

가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면서 신체와 비신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인공, . 

의 신체 기관을 달고 성별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패션처럼 자신의 얼, , 

굴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바타는 연구자를 대. 

체하여 실재 불가능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물리적 신체를 확장시킨다 아. 

바타를 확장된 의미에서 사이보그로 다루는 것은 아바타의 조종과 통제, 

35)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번역 민음사 , ,  , , 1981, p.40. 『 』
36) 백승영 , 「제 부 세계 실재 해석 수수께끼와 실재 보드리야르의 경우3 , , : : 」, 『해
석학연구』, Vol.12, 2003, p. 275.
37) 도나 해러웨이 임옥희 해설 및 번역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년대에  , , :1980「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문화과학, , , , 1995, p.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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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한다.38) 

신경 철학자 토마스 메칭거 는 자기의 신체가 아닌 (Thomas Metzinger)

대상에서 감각을 느끼는 뇌과학 실험을 통해 자아와 신체의 관계를 설명

한다.39) 고무 손 실험의 경우 책상 위의 고무 손을 보면서 실제 손의 촉 

각을 경험하는 것을 증명한다 참고그림 자기 손을 시야에서 가리고 고.[ 1] 

무 손만 보여준 상태에서 양쪽 손가락을 붓으로 쓸어내리는 행위를 반복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 손에 자극을 멈춰도 고무 손을 쓸어내리는 붓, 

의 감각을 자신의 손가락의 감각으로 인지한다 이와 함께 . VR(Virtual 

장치를 통한 실험에서도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앞에 두고 움직임Reality) 

을 일치시키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아바타의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들이고 아바타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인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연구자가 다루는 아바타는 디지털 가상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고 자신과 동일화 하는 과정으로 실재화 된다 작업의 아바. 

타는 실재의 외형이나 행위를 재현하는 것보다는 자신과 감정을 연결시켜 , 

작동하는 몰입의 대상이 된다. 

38) 이수자 사이버 공간에서 유목하는 주체 아바타에 대한 사이버페미니즘적  , : 「
분석 여성이론, , (6), 2002, p. 31.」 『 』
39) Thomas Metzinger, The Ego Tunnel, Basic Books, 2009, p. 4.

토마스 메칭거 의 고무손 인지 실험 참고그림 [ 1] (Thomas Metz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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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와 미디어 플랫폼 2) 

아바타는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을 받는다 플랫폼은 상업적 목적으로 .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아바타를 만들어 자신, 

을 꾸미고 표현하여 네트워크 교류를 증진시킨다 한국에서 아바타 디자인. 

을 대중화 시키고 호응을 이끌었던 소셜 미디어의 초기 모델은 년 출1999

시된 싸이월드 이다 싸이월드는 픽셀로 이루어진 미니미와 미‘ (Cyworld)’ . 

니홈피를 꾸밀 수 있으며 친구의 미니홈피에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할 수 , 

있었다 싸이월드 가입자가 만명. 3200 40)에 이르는 활성화된 소셜 미디어 

였으며 사람들이 도토리라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여 아바타 미니미 꾸, ‘ ’ 

미기에 실제로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싸이월드는 해상도의 . 1024x768 

한정된 화면에 공간을 꾸미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픽셀 방식의 이미

지를 제공하였고 플랫폼의 인기는 픽셀 아트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싸이, . 

월드의 저사양 이미지는 표현을 한정시켰고 스마트 폰에 맞춘 플랫폼의 , 

부상과 함께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년 미국의 린든랩 은 온라인 멀티미디어 플랫폼인 세2003 (Linden Lab)

컨드 라이프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세컨드 라이프는 미디어 (Second Life) . 

플랫폼을 현실과 연동시킨 대표적 사례로 가상 공간을 경험하는 메타, 3D 

버스 플랫폼이다(Metaverse) .41) 현실에서 확장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 

타버스는 닐 스티븐슨 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Neal Stephenson) (Snow 『

40) 중앙일보 홈페이지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86230#home 
년 월 일(2021 11 22 ) 

41) 린든랩 창업자 필립 로즈데일 은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Philip Rosedale)
영감을 받아 메타버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세컨드 라이프는 사람. 
들에게 현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플랫폼 내 사용 가능한 오브제를 제작하여 팔- , 
아 현금화 시키는 등 실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가상 경험을 제공하였다- . David 
Bell, “Learning from Second Lif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40, No. 3, 2009, p.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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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처음 사용되었다Crash) (1992) .』 42) 메타버스는 로 불리는 대규 MMO

모 멀티 플레이어형 게임 처럼 다수의 개인(Massice Multiplayer Online)

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메타버스를 진. 

입하려면 아바타라는 가상 신체를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 

아바타를 꾸미고 가상 세계의 자아를 만들 수 있다 스노우 크래쉬 소설 . 

이후로 아바타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 세컨드 라이프는 스노우 크래쉬의 메타버스와 아

바타의 세계관에 영감을 받은 린든랩의 제작자가 개발한 플랫폼이다 세컨. 

드 라이프 내에서는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할 수 있으

며 타인과 네트워크 교류를 하며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 . 

새로운 아바타나 아바타의 옷 물건 등을 구매하려면 사이버머니를 지불, , 

해야한다 사이버머니는 세컨드 라이프 내에서 직장을 구해 일을 해서 돈. 

을 벌거나 실재의 현금과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세계가 현, . 

실과 중첩되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현대미술가 차오 페이 는 세컨드 라이프를 사용해 (Cao Fei)

<RMB City: A Second Life City Planning by China Tracy (aka: Cao 

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참고그림 작가는 세컨드 라이프에Fei)>(2007) .[ 2] 

서 차이나 트레이시 라는 이름의 아바타를 만들고 자신이 ‘ (China Tracy)’ , 

원하는 이미지로 외모를 꾸몄다 참고그림 차오 페이는 아바타에 몰입.[ 3] 

을 하게 되면서 아바타의 행위에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경험을 작품의 나

래이션을 통해 서술한다.43) 차오 페이는 아바타의 경험에서 감정의 혼란 

을 느끼고 가상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차오 페이는 세컨드 라이. 프에

서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을 한 아바타 헉 유에 를 만나 발생하(Hug Yue)

42) Neal Stephenson, Snow Crash, Bantam Books, 2008 
43) 차오 페이 (Cao Fei), <i.Mirror : part 2>, 2007, Second Life Film, 28:00 
차이나 트레이시 유튜브 채널(China Tracy) : https://youtu.be/jD8yZhMWkw0 

년 월 일(2022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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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이 아바타의 캐릭터의 감정인지 작가 자신의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차오 페이의 작품은 가상 공간에 두 명의 아바타와 두 명의 실제 . 

인물이 공존하는 것을 드러낸다 표 .[ 4] 

차오 페이의 아바타 차이나 트레이시참고그림[ 3] ‘
(China Tracy)’

차오 페이참고그림[ 2] (Cao Fei), <RMB City:A 
Second Life City Planni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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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관계망은 허구적 성격을 가지며 언제든 차단 가능하지만 현실, 

과 유사한 감정 체계를 발생시킨다 세컨드 라이프는 현실과 교차되는 몰. 

입의 환경을 제공하여 전 세계의 사용자들을 끌어 모았지만 그래픽을 , 3D 

구동시켜야 하는 세컨드 라이프의 플랫폼은 당시 기준에서는 고사양 그래

픽 구동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유입이 제한적이었다 싸이월. 

드의 종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보급은 사람들을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 

은 텍스트와 사진 기반 소셜 미디어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컨. 

드 라이프는 년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였다2009 . 

최근의 고사양 컴퓨터 보급과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새로운 가상 인물

들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이 만들어 졌다 게임 엔진을 지원하. 3D 

는 유니티 와 언리얼 엔진 은 가상 이미지 공간을 (Unity) (Unreal Engine)

구축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애니, 3D 

메이션 게임 등의 제작 및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 언리얼 , , VR . 

엔진은 년 콘텐츠 제공으로 짧은 시간 내 실사와 같은 느낌으로 2021 3D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메타휴먼 크리에이터3D , ‘ (MetaHuman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참고그림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지금Creator)’ .[ 4] 

까지의 언급한 아바타 중 가장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아바타 콘텐츠를 제

표 차오 페이 작품에서 아바타를 통한 교류 관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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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실사와 같은 인간의 시각 이미지를 구현하는 아바타는 게임이나 . 

애니메이션 모션 트래킹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 

메타휴먼의 아바타는 인공지능 캐릭터와 유A.I.(artificial inteligence) 

사한 외형을 가진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 

치며 시각예술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44) 인간의 모습을 한 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이 결합하여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상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휴먼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년 , . 2014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는 아멜리아 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IPsoft ‘ (Amelia)’

제작하였다 참고그림 아멜리아는 대화가 가능한 디지털 휴먼으로 대화.[ 5] 

형 인공지능 의 기능을 가진다(Conversational AI) .45) 

44) 심철웅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 작업의 특성 연구 , , 「 」
『한국영상학회논문집 ,』  Vol.19, No.3, 2021, p. 7. 
45) 아멜리아 홈페이지 년 월 일 : https://amelia.ai (2021 12 19 )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플랫폼 참고그림[ 4] (MetaHuman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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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온 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 (NEON)’

프로젝트로 사용자가 네온의 외형을 직접 꾸미고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 

다.46) 네온은 인공 인간 으로 지칭되며 감정 구현 능력 (Artificial Human)

을 가진다 아멜리아가 프로그래머의 설정에 의존하여 자아를 구축하고 작. 

동한다면 네온의 경우 다양한 자아를 가진 이미지로 설정되고 실시간 반, , 

응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러한 인공지능형 가상 인간들과 메타휴먼의 캐릭터는 외형에 따른 실

재 주체의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외형상 차이가 없는 인공지능 아멜리. 

아는 주체를 가지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메타, 

휴먼과 네온의 아바타는 사용자와 연결되어 작동할 수 있다 아바타는 미. 

디어 플랫폼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표현의 범주가 달라지고 작동의 차이, 

가 발생한다 주체에 의해 작동하는 아바타는 실재를 반영하고 신체 외부. , 

에 자아를 구축하게 만든다. 

46)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년 월 일 : https://youtu.be/_9aCQ90CRas(2022 1 30 ) 

디지털 휴먼 아멜리아 홈페이지 참고그림[ 5] ‘ (Am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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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와 자아 표출 2. 

소셜 미디어의 자아 1) 

연구자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신체 외부에 새로운 자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자아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비연. 

속으로 분열되어 표출된다. 

온라인 소셜 미디어 활동은 불특정 다수와의 교류를 전제로 한다 이는 . 

타인의 사진 영상과 플랫폼이 전하는 광고 및 추천 게시물 등의 무작위적, 

인 정보들을 접하게 유도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인플. 

루언서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 타, 

인에게 주목되기 위한 인물의 자아를 만들어 보여준다 자아는 타인의 반. 

응과 평가에 민감해지며 외부의 시선에 의한 내면을 만들어 간다 더 많, . 

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소비로 이어지게 유도하는 소셜 미디어 특징

상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용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부추기게 된다, . 

남자로 태어나 논바이너리로 커밍아웃한 인플루언서 올리 런던(Oli 

은 본인의 소셜 미디어 영상에서 나는 드디어 한국인이 되었습London) ‘

니다 저는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완전한 외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 . .’

말한다.47) 참고그림 [ 6] 인종 전환이라고도 지칭되는 트랜스레이스는 원래 

백인 가정이 유색인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지칭하였다 올리 런던이 주장. 

하는 트랜스레이스는 개인의 인종 전환을 의미하며 트랜스레이스를 주장,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트랜스레이스들은 자신을 조상에게 물려. 

받은 인종의 유전자가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인종임을 주장한다 현. 

재까지 사회적으로 트랜스레이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인정이 이루

47) 올리 런던 유튜브 채널  (Oli London) : https://youtu.be/fccOsafAXgE 
년 월 일(2021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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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적이 없다 유색인 자녀 입양이나 인종 전환을 주장하는 각각의 트랜. 

스레이스 개념은 인종차별주의와 백인 중심주의라는 공통적 지적을 받기

도 한다.

올리 런던은 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2013 , K-pop

으로 지칭되는 한국 아이돌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아 한국인이 되었다고 설

명한다.48) 트랜스레이스를 통해 한국인이 되려 했던 올리 런던의 모습은  

소셜 미디어에서 신체를 탈바꿈해 등장하는 네트워크화된 자아를 연상하

게 한다 올리 런던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지만 올리 런던. , 

의 이름과 성별 인종 등 신체의 정체성은 모두 실제라기보다 올리 런던에 , 

의해 편집되고 있는 이미지처럼 보인다. 

48) 홈페이지  New York Post : https://nypost.com/2021/06/30/oli-london 
년 월 일-getting-death-threats-after-identifying-as-korean/ (2021 11 22 ) 

올리 런던 인스타그램 참고그림[ 6] (Oli London) 
년 https://www.instagram.com/londonoli/ (2021

월 일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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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런던은 트랜스레이스가 되기 위해 회의 성형 수술을 진행했다18 . 

소셜 미디어가 부추기는 가상 주체의 판타지와 자신의 욕망을 실제 신체

에 적용하며 현실로 연결시켰다 이는 아이돌에 대한 팬덤 현상과 . K-pop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부추긴 집단주의 자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올리 런던은 집단주의가 원하는 자아로 자신의 신체를 완성시켜 자신을 

타자로 만들었다. 

소셜 미디어는 내면에서 출발해 외부로 드러나던 자아를 외부에서 발생

시켜 내면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셜 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반응과 . 

호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이고 공유하기를 유도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로 상시 연결된 관계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로 지칭된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늘 연결되어 ‘ ’ . 

소통하면서도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특징에 익숙해진다. 

디지털과 기술 문명 이전의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결속력 있는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친, 

구가 될 수 있으며 차단하거나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한다 개인은 . 

현실에서 고립된 상태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와 소

통 가능하므로 결여된 인간관계나 고독을 해소할 수 있다 온라인 네트워, . 

크와 디지털 가상 환경을 통한 사람들의 관계망은 개개인보다 집단이 공

감하는 콘텐츠에 반응하고 공감하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자신과 같은 사고, 

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찾고 관계를 맺어 가치관을 형성한다. 

예술 활동을 하는 몰리 소다 는 비디오 설치 작품인 미 (Molly Soda) <

앤 마이 걸스 에서 온라인 정체성과 자기 연출(Me and My Girls)>(2021)>

을 선보인다.49)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몰리 소다는 작가 아말리아  

소토 가 만든 온라인 페르소나이며 온라인을 벗어난 현실 (Amalia Soto) , 

49) 몰리 소다 유튜브 채널  (Molly Soda) : https://www.youtube.com/user 
년 월 일/fleam ar kets  (2021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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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예술가라는 페르소나를 수행한다 작가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 

소셜 미디어의 라이브 방송 등을 사용하여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 , , 

다중 역할을 수행하고 현실로 확장시킨다, .50) 참고그림 몰리 소다와 같[ 7] 

이 여러개의 페르소나를 통한 활동은 스스로를 소재화하며 예술 작품에 , 

소셜 미디어 문법을 적용시켜 집단이 추종하는 이미지를 발생시킨다. 

50) 년 이후 출생자들은 본격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로 포스트 1986
디지털 세대로 분류한다 이주현 포스트디지털 세대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이. , , 「
끈다 제일기획 트렌드 리포트 월호 김지현 정일권 디, , 6 , 2005, pp.50-53 ( , , 」 『 』 「
지털 원주민 은 단일집단인가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와 네트워(digital natives) ?: ‘
크화된 개인 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 디지털 원주민의 분화 양상 사이버커뮤니’ , 」 『
케이션학보 에서 재인용. Vol.37 No.3, 2020, p.10. ) 』

참고그림 몰리 소다[ 7] (Molly Soda), <50 Percent Whatever>, 
이미지 2017,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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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과 분열적 자아 2)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의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하

는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 활동은 아이디 생성으로 시작한. 

다 온라인 네트워크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능하는 것을 고려. 

하였을 때 유의미한 교류에는 아이디 생성이 필요하다 아이디 없이 사용, . 

할 경우 사용자는 보듯 온라인 플랫폼이 나열한 정보들을 단순 열람, TV 

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가상의 주체는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자

기의 이미지가 생겨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체의 선택에 의해 사용자의 . 

성격이나 특징도 함께 드러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하나인 .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들은 알파벳과 숫자 하이픈을 조합하여 아이디를 , 

만든다 한국에서 유행하던 아이디는 자신의 한글 이름에 러블리라는 영단. 

어의 블리를 조합하여 라고 짓거나 서양에서 키스와 허그를 표현OOvely , 

하는 인사말인 를 이름에 조합하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아이디로부xoxo . 

터 사용자의 성향 유추가 가능하다. 

사람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접하는 불특정 개인과 친구를 맺

으며 가상 세계 안에서 관계의 확장을 이룬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 , 

은 개방형 소셜 미디어는 허구의 정보를 사용한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부계정 혹은 가계정으로 부른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은 . 

부캐 로 지칭한다 부캐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캐 를 돕거나 본캐와 다른 ‘ ’ . ‘ ’ , 

플레이를 하기 위해 만든 제 의 캐릭터를 일컫는 용어였다2 .51) 부캐는 온 

라인 네트워크에서 현실과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자아로 해석되기

도 한다 부캐는 서브 캐릭터라는 한국식 영어 단어에서 . (sub character) 

51) 강필준 이상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캐릭터 마케팅의 트렌드 분석  , , : 「
국내 멀티 페르소나 캐릭터를 중심으로 애니매이션연구, , 17(2), 2021, p.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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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했으며 주인공을 뜻하는 메인 캐릭터 인 본캐 에 , (main character) ‘ ’

대비된다 본캐는 자신의 본래 정체성과 인격을 부캐는 제 의 정체성을 . , 2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캐와 부캐는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자아를 드러. 

내는 모습과 숨겨진 자아를 발현하는 모습으로 현재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마크 프렌스키 는 년대 아날로그와 디(Marc Prensky) 1990

지털이 혼재된 성장기를 보낸 사람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나고 자라 ,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을 디지털 원주민 이라는 용어로 지(digital natives)

칭하였다.52) 방대한 시간을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보낸 디지털 원주민들은  

다중적 자아에 익숙한 세대이며,53) 현실에서도 다중 자아를 드러내며 출 

현시키고 있다 티비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는 개인이 가수 기획사 . , MC, 

사장 배우 등의 여러 명의 부캐로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개인의 모습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방식과 계정이 맺고 있는 관

계망에 따라 다중으로 드러난다 온라인 계정의 가상 캐릭터는 자기개념에. 

서 완벽히 자유롭다 온라인 가상 주체는 그것을 만드는 사용자의 신체와 . 

접합점을 숨길 수 있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나 인정 정체성 문제를 고. , 

려할 필요가 없다 계정 사용자의 모습은 자기개념에 따라 지각하는 것. ‘ ’

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완성되므로 선택적 자기 구축이 가능하, 

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는 그것을 만드는 실제 인물의 자아와 다르게 드. 

러나는 자아를 만드는 것이 용이하다 온라인 플랫폼 유저 는 현실의 . (user)

규범에서 벗어나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한다 부캐로 나타나는 인물들은 제. 

52) 마크 프렌스키 는 교육학자이자 미래학자로 디지털 원주민 (Marc Prensky)
과 디지털 이주민 개념으로 디지털에 익숙(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한 세대와 디지털을 배우는 세대를 분류하여 설명한다. Marc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Vol.9 (5), 2001, p.2. 
53) 김지현 정일권 앞의 글 , ,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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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 정보들을 제공하여 허구적이며 평면적인 자아상을 보이거나 사회의 , 

전형적 요소들을 부각시켜 표현할 수 있다.  

활성화된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트 판‘ (Nate Pann)’54)은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판의 글을 통해 온라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의 경우 고정 아이. 

디가 노출되는 반면 네이트 판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신상 정보를 , 

숨기거나 댓글에 무작위한 이름을 입력하여 작성자를 알 수 없게 해준다. 

네이트 판의 한 글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 이상 만들어 사용40

하는 유저도 있다.55) 이와 같이 익명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자유 

롭게 의견을 나눈다 댓글이 많이 달리고 추천을 많이 받거나 논쟁이 되는 . 

글은 베스트 톡 으로 선정되어 메인 화면에 실리게 된다‘ ’ . 

년 월 네이트는 익명 게시판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글의 2021 10 , 

작성자가 남긴 댓글에 글 작성자 표시를  넣게 되었다 이 후 일부 게시물 . 

작성자가 자신의 글에 타인을 가장하여 댓글을 반복하여 쓴 것이 밝혀졌

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선정적으로 작성하고 글 작. , 

성자가 익명의 댓글로 자신이 아닌 것처럼 작성자를 옹호하는 타인의 역

할 반대하는 타인의 여러 역할 등의 모습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 

다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는 개인을 분열시켜 다중의 자아가 존재할 수 . 

있게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타인의 암묵적인 인정과 

함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소셜 미디어의 존재는 실체에 대한 판별, 

이나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현실의 사회적 . 

규약과 그에 따르는 개인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현실과 전혀 다른 , 

54) 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플랫폼 네이트가 제공하는 한 게시판이다 SK . 
55) 네이트 판 홈페이지 년  : https://pann.nate.com/talk/359569082 (2021 11
월 일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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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가진다 신체에 따른 정체성이나 사회적 위치 . 

또한 플랫폼에 따른 질서에 따라 재편된다 사회의 윤리나 도덕 개념과도 . 

동떨어져 있으며 진실성이나 표현의 자유로움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 

현실의 신체가 일관된 자아를 유지하며 지속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의 , 

자아는 비연속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로그인 로그아웃의 접속과 끊김의 . 

상황을 반복하며 소셜 미디어 주체의 자아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다수의 , 

개인이 되는 분열적 상황에 익숙해진다 가상의 인물은 전혀 다른 자아로 . 

등장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정신 질환으로 해석되는 복수의 자아들이 한 . 

개인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분열적 자아는 다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연속 자아가 소셜 미. 

디어 계정 활동을 하고 있을 때와 로그아웃하여 사용을 중지했을 때로 지

속이 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다면 분열은 다른 모습의 자아가 여러 계정, 

으로 나타날 때를 의미한다 직장인으로의 계정 가족과 공유하는 계정. , , 

부계정으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만드는 계정 남들의 모르는 부캐의 모, 

습으로 계정의 자아가 상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분열적 자아는 . 

실재 인물이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 

만든 사람의 자아와 충돌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연구자의 분열적 자아는 . 

다중의 모습으로 멀티 페르소나를 만든다 이에 따라 다음 항에서 멀티 페. 

르소나 작업의 사례를 연구하고 연구자 자아와 멀티 페르소나 작업 담론, 

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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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적 페르소나의 특성 3.  

마르셀 뒤샹의 로즈 셀라비1) 

사람 과 성격 의 어원인 페르소나 는 고(person) (personality) ‘ (persona)’

대 그리스와 로마 배우가 쓰던 가면을 뜻한다 멀티 페르소나는 여러 개의 . 

가면을 돌려쓰는 것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중적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의, 

미한다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은 . 

멀티 페르소나를 부추긴다 이는 미디어에 의한 비연속과 분열의 특징과 . 

맞물려 나타난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을 대체하는 모. 

습으로 등장하는 아바타는 그것을 생성하는 인물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페

르소나가 된다. 

전통적 의미의 자화상이 작가의 자아와 정체성 탐구였다면 현대 미술, 

에서 멀티 페르소나로 등장하는 작가의 모습은 자신의 몸을 소재로 삼아 

정체성의 문제를 부각시킨다.56) 연구자가 제작한 아바타는 정체성을 탈피 

하는 멀티 페르소나 자아를 만든다 이러한 특성은 마르셀 뒤샹. (Marcel 

의 페르소나 로즈 셀라비 와 비교 할 수 있다Duchamp) (Rose Sélavy) . 

작업에서 언어유희를 즐겨 사용했던 마르셀 뒤샹은 로즈 셀라비는 페르

소나를 사용하였다 로즈 셀라비의 이름은 에로스 그것이 인생이다. ‘ , (Eros, 

혹은 삶에 축배를 들라 처럼 들리도록 만c’est la vie)’ ‘ (Arroser la vie)’

들어졌다.57) 뒤샹은 로즈 셀라비의 정체성을 통해 작가의 활동 영역을 확 

장하였다. 

56) 이지은 정체성의 장소 니키 리의 프로젝트 시리즈에 대한 재고 , : < > ( ) , 再考「 」
미술사와 시각문화 , Vol. 18-0, 2016, p.93.『 』

57) Deborah Johnson, “R(r)ose Selavy as Man Ray: Reconsidering the 
Alter Ego of Marcel Duchamp,” Art Journal, Vol. 72, no.1, 2013,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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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즈 셀라비의 이름으로 발표한 첫 번째 작품<Fresh Widow>(1920)

이다 뒤샹은 프랑스식 창문 의 철자를 변경하여 제목을 . ‘ (french window)’

만들고 작품 아래 로즈 셀라비의 이름으로 서명을 남겼다 참고그림 로, .[ 8] 

즈 셀라비는 작업을 제작하는 작가이자 뒤샹의 숨겨진 면모를 드러내는 , 

페르소나가 되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 만 레이 가 촬영한 로즈 셀라비의 사진에(Man Ray)

는 마르셀 뒤샹이란 가명으로 알려진 사랑스러운 로즈 셀라비‘ (lovingly 

참고그림[ 8] Rose Sélavy(Marcel 
Duchamp), <Fresh Widow>, 1920, 
미니어쳐 창문과 검은 가죽, 
77.5x44.8cm

만 레이참고그림[ 9] (Man Ray), <Rose 
Sélavy(Marchel Duchamp)>, 1920, 
Gelatin Silver Print, 22.1x17.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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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혀있다 참고그림 로즈 Rose Sélavy alias Marchel Duchamp)’ .[ 9] 

셀라비는 남성성 상실에 대한 공포58) 동성애적 코드, 59) 드랙, (drag)60)으로 

해석 가능하며 근대화가 정의하는 독립적 주체인 마르셀 뒤샹을 해체 혹, 

은 확장시킨다 로즈 셀라비는 미디어에 나타나는 당시 여배우의 전형적 . 

패션 코드를 답습하지만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닌 매혹적이고 강인해 보이, 

는 양성적 이미지의 인물로 드러난다 성별의 사회 규범적 개념은 개인이 .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제한을 줄 수 있다.61) 뒤샹의 페르소나는 남성으로 

서 부여받은 권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의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킨다, .62) 

뒤샹은 로즈 셀라비에게 유대인 여성 양성애 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 ‘ ’, ‘ ’ , 

기존의 전통적 여성관에서 벗어난 신여성으로서 주체를 드러내려 하였다. 

앤디 워홀은 마르셀 뒤샹의 섹슈열리티 전환에 영감을 (Andy Warhol) 

받아 여장을 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앤디 워. 

홀의 여장 사진들을 살펴보면 로즈 셀라비와 차이점이 발견된다 뒤샹의 . 

다른 자아상인 로즈 셀라비는 구체적 인물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름을 

부각시킨다 연구자는 뒤샹의 로즈 셀라비를 하나의 특정 인물의 역할을 . 

수행하는 단일 페르소나로 해석한다. 

58) 김인숙 분열된 주체의 혼종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 , , 「 」 『
회 , 』 22, 2015, p. 107.
59) Deborah Johnson, op. cit., p. 86.
60) 드랙 퀸 은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관객 앞에서 여성을 연기 (drag queen)
하는 개인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드랙은 반대의 성별로 분장하는 퍼포먼스 행. 
위이며 과장된 복장과 패러디로 나타난다, . Steven P. Schacht, Lisa 
Underwood, The Drag Queen Anthology : The Absolutely Fabulous but 
Flawlessly Customary World of Female Impersonators, Routledge, 2009, 
p. 4.
61) Judith Butler, Undoing Gender, Routledge, 2004, p. 1.
62) 뒤샹은 차 세계대전을 피해 뉴욕으로 옮겨갔으며 전쟁은 민족주의와 남성 1 , 
성에 대한 담론을 흔들었다. Amelia Jones, Equivocal Masculinity: New York 
Dada in the context of World War I, Art History, Vol.25. No.2, 2002, p. 
167.



49

크리스토퍼 마코스 는 앤디 워홀과 이틀 동안 여덟 (Christopher Makos)

개의 가발과 개의 밀착 인화 개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16 , 349 . 참고그[

림 10]63) 앤디 워홀의 여장 사진은 특정 인물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는다 . 

앤디 워홀은 각각의 사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익명의 인물이자 다중 주

체로 분열하는 자아를 연출하였다. 워홀은 작업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63) 홈페이지  Christoper Makos Studio : https://www.makostudio.com/ 
년 월 일calendar/16127 (2021 11 30 ) 

크리스토퍼 마코스참고그림[ 10] (Christopher 
Makos), <Altered Image serie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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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로즈 셀라비의 페르소나를 구축하여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제

시한 뒤샹의 사례 연구를 통해 타고난 신체 성별과 반대의 성별을 가진 , 

페르소나를 만들 때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 

첫째로 자신의 본래 성별에서 벗어나 성별로부터 발생하는 압박 요소에

서 자유롭다.64) 전쟁에서 회피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뒤샹은 남성의  

성별로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이나 태도 의무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을 , 

느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별 인종 나이 등에 대한 외부 시선. , , 

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사회적 의미가 보편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별을 벗어나게 된다면 원래의 성별에 대한 프레. 

임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으로 바뀐 성별이 가진 프레임 바깥에 위치할 , 

수 있다.   

둘째로 반대의 성별에 대한 자신의 판타지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다. 

실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반대의 성별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대상에 대

해 가진 관념을 반영할 것이다 반대의 성별을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 

것이므로 스테레오 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뒤샹은 익명과 타자가 아, 

닌 로즈 셀라비라는 주체를 만들어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성별 정체성이 사회적 관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받아들

인다 신체에 부과되는 여성성 남성성 의 성향은 전통적인 고정 관념이. ‘ ’, ‘ ’

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신체 성별과 관계없이 심리에 공존하, 

는 것으로 확장하여 바라본다.65) 

64) 도나 해러웨이는 성별 인종 계급의식은 가부장제 식민주의 자본주의라는  ‘ , , , , 
모순적인 사회적 실체를 통한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 으로 설명한다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가 백인 여성 외의 사람들을 소외’ . ‘ ’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덧붙인다 도나 해러웨이 앞의 글. , , p.2.
65) 김정현 성별과 성역할의 정체성에 따른 피설득성향의 차이에 관한 실험연 , 「
구 ,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 Vol.35, 1998, p. 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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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셔먼의 분열과 니키 리의 침투 2)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표출하는 신디 셔먼(Cindy 

은 작품 속에서 익명의 인물들을 연기한다 신디 셔먼은 영화 Sherman) . 

속 배우들처럼 분장을 하고 영화와 광고에 드러나는 여성의 이미지를 재

현하는 퍼포먼스 사진작업을 진행하였다. 참고그림 [ 11] 타자화된 여성의  

이미지는 매 사진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며 분열적 요소를 드러내는  

멀티 페르소나가 된다.66) 

66) 로잘린 크라우스 는 비토 아콘치 와 같은 초 (Rosalind Krauss) (Vito Acconci)
기 비디오 퍼포먼스 작가들이 카메라를 거울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비추는데 사용
한 것을 나르시시즘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분열적이고 타자화된 것으, 
로 설명하였다. Rosalind Krauss, “Video: The Aesthetics of Narcissism”, 
October, Vol.1 (Spring), 1976, p.50.  

신디 셔먼 참고그림[ 11] <Untitled Film Still #21>, 1978, 
19.1x24.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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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셔먼은 작업을 자신을 지우려는 시도 로 설명한다‘ ’ .67) 작가는 사진  

작업에 다양한 캐릭터로 변장하여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감추고 싶은 욕망은 보이고 싶은 욕망의 또 다른 이면으로 . 

해석할 수 있다 작품의 인물들은 미디어의 모델이 재현하는 신체 이미지. 

와 일상에서 인식하는 신체의 이미지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실존하지 , 

않는 허구적 대상을 만들어 낸다 이에 따라 신디 셔먼의 자화상은 자기 . 

정체성 의 허구성을 표현한다(self-identity) . 

연구자는 신디 셔먼을 단독의 개인으로 주체성을 가진 작가로 바라보았

다 신디 셔먼의 멀티 페르소나는 응시 아래 놓인 주체 이자 익명의 대상. ‘ ’

들로 분열하며 사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타자가 된다, .68) 타자화된 익명 

의 다중적 페르소나는 신디 셔먼의 자기 복제로 볼 수 있다 신디 셔먼은 . 

작품에서 역사 속 인물 고전 미술 작품의 인물 광대나 마네킨과 같은 모, , 

습의 멀티 페르소나를 만든다 이러한 페르소나들은 특정 역할이나 존재로 .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멀티 페르소나로 분열하는 신디 셔먼의 여성성과 ,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주체를 강조한다.69) 연구자는 신디 셔먼의 자화상들 

을 작가의 내면과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파편으로 드러나는 멀티 페르소

나로 파악한다. 

사진을 공부한 이승희는 패션 잡지의 모델 이름을 따 부르기 쉬운 이, 

름인 니키 리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니키 리는 공동체와 융(Nikki S. Lee) . 

화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변화하는 정체성을 표현했다 작가의. 

시리즈에는 다양한 정체성의 인물로 작가가 등장<Projects>(1997-2001) 

67) 홈페이지  Apollo Magazine : https://www.apollo-magazine.com/cindy- 
년 월 일sherman- interview/ (2021 12 24 )

68) Hal Foster, “Obscene, Abject, Traumatic”, October Vol. 78, Autumn, 
1996, p. 110. 
69) 정연이 김남시 현대미술에 나타난 애브젝트로서의 여성의 몸 줄리아 크 , , : 「
리스테바의 애브젝트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미술학 논문집(Abject) , , 22(1), 」 『 』
2018,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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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고그림 [ 12] 니키 리는 정체성을 타고나는 것이기 보다 환경과 학, 

습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작업의 퍼포먼스를 통해 밝힌다 작. 

가는 몇 주에서 몇 달간 자신이 직접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동화되며 그, 

들의 일부로 드러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니키 리는 작업에 등장하. 

는 집단의 일부가 되어 다중 정체성을 만들며 작품 속에서 타자이자 주체, 

가 된다.70)  

니키 리는 시리즈에서 사진의 일부를 자르고 작가 <Parts>(2002-2005) , 

자신이 연기하는 여성의 모습과 남자로 추측되는 상대의 신체 일부분을 

남겨놓았다 참고그림 사람들은 잘려나간 대상의 일부로 사진이 담은 .[ 13] 

순간의 내러티브를 완성한다. 

니키 리는 에서 잘려나간 남자와 모종의 관계를 드러내는 다양<Parts>

한 모습의 아시아 여성으로 등장한다 일부 남겨진 남자의 이미지를 살펴. 

70) 이지은 정체성의 장소 니키 리의 프로젝트 시리즈에 대한 재고 , : < > ( )  , 再考「 」
미술사와 시각문화 , Vol. 18-0, 2016, p.100.『 』

니키 리의 참고그림[ 13] <Parts(26)> 
, 2003, C-print, 124.5x131.4cm

니키 리의 참고그림[ 12] <The Hip Hop 
Project(23)>, 2001, C-print, 54x7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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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흑인 백인 남미인 등으로 추측되며 파편적 정보들은 인물 관계와 , , 

이미지 해석에 영향을 준다 집단이나 타자의 정체성과 융화시켜 자신의 . 

주체를 표현한 니키 리는 단독의 개인에서 분열한 신디 셔먼과 차이를 보

인다 니키 리의 멀티 페르소나는 익명의 여성으로 공동체 집단과 타자를 . , 

통해 자신의 주체와 정체성을 획득한다 작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인종과 . 

문화 집단 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다큐멘터리 니키리라고도 알려진 에서 < (a.k.a Nikki Lee)>(2006)

누군가 니키 리 같지 않다 고 말한 경험을 토대로 작가가 생각하는 자신‘ ’ , 

과 남들이 보는 니키 리를 연기하는 두 개의 자아를 표현한다.71) 작가가  

사진 작업에서 정체성을 변형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멀티 페르소나를 만

들었다면 다큐멘터리는 니키 리의 다중적인 모습과 함께 니키 리 자체가 , 

작가가 연기하는 예술가 멀티 페르소나임을 드러낸다 작가는 변화하는 정. 

체성을 수행하는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니키 리 자신을 구성한다‘ ’ . 

루 양의 아바타 3) 

중국의 미디어 아티스트 루 양 은 자신의 아바타 도쿠(Lu Yang) ‘

를 현실 세계에 확대하여 중첩시키는 증강 현실 작업 (Doku)’ <Giant 

를 선보였다Doku>)2020) .72) 참고그림 [ 14] 

71) 니키 리 니키리라고도 알려진 다 (Nikki S. Lee), < (a.k.a. Nikki Lee)>, 2006, 
큐멘터리, 58:00
72) 증강현실 은 의 약자로 지칭되며 현실 세계에 가상(Augmented Reality) AR , 
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드러내 보여준다 는 핸드폰 앱을 통해 루 양. Acute Art

구정아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 올라퍼 (Lu Yang), , (Christo and Jeanne-Clause), 
엘리야슨 등의 현대 미술가의 작품을 로 감상할 수 있는 서(Olafur Eliasson) AR
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년 월 . Acute Art : https://acuteart.com (2021 12
일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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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이 있는 공간에 도쿠를 불러온다 게임. 

과 일본 애니매이션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은 루 양은 자신의 외모를 본뜬 

아바타 도쿠를 만들었으며 성별 특징을 지우고 성 정체성을 없앤 슈퍼 히, 

어의 거대한 모습으로 현실 세계에 등장시켰다 루 양의 도쿠와 같은 디지. 

털 가상 주체의 멀티 페르소나는 그것을 조종하는 주체와 충돌하는 정체

성 개념이기보다는 신체 확장으로 사이보그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분신, 

으로 비현실과 이상적 자아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73) 

루 양의 아바타는 불분명한 성별로 신체를 해체하거나 재조합하는 사이

보그이자 고전적 춤을 재현하며 미래와 과거가 충돌하는 멀티 페르소나가 , 

된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아바타는 조종하는 주체와 연결되며 실. 

재를 반영하고 접속과 끊김이 반복되며 비연속과 분열적 자아를 드러낸, 

다. 

73) 이종은 윤주현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시그포럼 , , , , 「 」 『 』
Vol.1 No.s001-s012, 2011, p. 185  

루 양참고그림[ 14] (Lu Yang), <Giant Doku>, 2020,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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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양의 아바타는 멀티 페르소나가 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물리적 한계와 정체성의 범주화를 벗어난다 아바타의 자아는 성, . 

별과 인종 등의 신체 정체성 개념에 적용받지 않는 디지털 신체를 가진다. 

자신의 신체를 꾸며 다른 모습을 투영하는 페르소나는 이미지에 즉각적으

로 신체 정보를 포함한다 다중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아바타는 가면이자 . 

분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체와의 거리를 유지시킨다 이에 따라 디지털 . 

멀티 페르소나 자아는 자기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의 프레임 밖으로 빠져

나간다 한 명의 사용자는 제 의 아바타와 접속이 끊기며 제 의 아바타로 1 , 2

접속되고 이어서 제 으로 연결되는 기록 데이터들로 자신의 존재를 구성, 3 -

하며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    

둘째 디지털 아바타는 실재와 가상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정체, . 

성의 문제는 진짜와 허상의 틀로 진실된 자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 

만 디지털 멀티 페르소나를 다루는 경우 진실과 허상의 논리보다는 순수, 

한 정보나 감정이 중요해진다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기 힘든 은밀하고 사. 

적인 감정은 네트워크 속 익명의 유저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감대를 이, 

끌어낸다 인터넷과 과학 기술 연구자인 리 레이니 는 이를 . (Lee Rainie)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로 지칭한다‘ (networked individualism)’ .74) 사람 

들은 언제든지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 . 

속에서 감정은 개인과 주체라는 틀을 벗어난다. 

이와 같이 뒤샹의 단일 페르소나 로즈 셀라비 개인에서 분열하는 신디 , 

셔먼의 멀티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로 자신을 구성하는 니키 리와 루양, 

의 멀티 페르소나 아바타 사례 연구를 통해 멀티 페르소나의 여러 관점을 

논의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연구자가 아바타를 통해 . 

구축한 멀티 페르소나 특징과 자아 표현에 대해 작품과 함께 다루고자 한

다. 

74) Lee Rainie, Barry Wellman, op. cit.,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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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가 반영하는 자아IV. 

아바타의 구축  1. 

아바타 제작 과정  1) 

연구자는 실재 나를 대리하여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아바타를 작업에 활용하게 되었다 초기 아바타는 게임 심즈의 아바타를 . 

사용하여 만들었다 심즈는 원하는 외모와 의상을 골라 아바타를 꾸미고. , 

사이버 머니를 모아 집을 지어 살 수 있게 해준다 아바타는 자기가 만든 . 

집에서 일상 행위를 수행한다.  

연구자의 작품 는 심즈의 아바타와 실제 촬영<Hidden Passage>(2012)

한 영상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그림 연구자는 심즈 안에서 아바타를 .[ 7,8] 

조종하고 스크린을 녹화하여 아바타의 이미지를 아파트 배경에 넣었다, . 

획일적인 아파트의 한정적 공간이 사람들의 삶을 규격화하고 제한하는 것

으로 바라본 연구자는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매일 유사한 행, 

동을 반복하는 게임 속 아바타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하였다 아바타는 비. 

디오 안에서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람자를 향해 손을 흔든다 작업에 . 

등장하는 실제의 사람들은 아바타의 움직임과 죽음에 개의치 않고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아바타는 미디어 플랫폼의 환경과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아바타에 반, 

영되는 자아상 역시 미디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심즈로 작업한 당시. 

의 제작 환경은 고유의 경험과 감정 표현을 제한하였다 저해상도의 이미. 

지는 희미한 얼굴로 아바타의 기본적인 움직임만 보여주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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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7] <Hidden Passage>, 2012, , 5:00

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8] <Hidden Passage>, 2012, , 5:00



59

이에 따라 연구자는 캐릭터 루시 로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어 입체3D ‘ ’ , 

적이고 세부적인 이미지 재현으로 표현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림 .[ 9]75) 루 

시는 대 중후반의 한국인 여성으로 특정 성향이나 인물의 정보가 드러30

나지 않는 익명의 인물로 표현된다 아바타의 이름은 철수 영희처럼 부르. , 

기 쉽고 이름이 주는 특정 이미지가 없음을 고려하여 짓게 되었다 아바타 . 

루시는 연구자의 신체를 디지털 장비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3D 

다 스캔은 대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해 신체를 촬영한 이미지와 . 130 , 

데이터 수치의 형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그림 3D .[ 15] 

이를 통해 루시는 신체를 정교하게 묘사한다. 

연구자의 모습이 모니터나 프로젝터 스크린 안에 존재하는 디지털 아바

타가 되면서 제 의 자아상을 만들어 낸다 연구자의 아바타는 여전히 그, 2 . 

것을 조종하는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 신체와 가상 이미지 간, 

의 거리감을 유지한다 이는 가상 공간에서 허구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남. 

에도 불구하고 해방감과 자유롭다는 착각을 제공한다 루시는 현실을 반, . 

영하면서 동시에 가상이 주는 거리감 덕분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행위를 

드러낸다. 

루시는 연구자의 외형을 본뜬 디지털 데이터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존재

한다 연구자는 아바타를 현실의 인물처럼 인간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 

기보다 투명도를 주어 공간과 함께 겹쳐 나타나는 오브제로 유령 혹은 영, 

혼처럼 보여주었다 아바타 루시는 무표정과 꼭두각시와 같은 몸짓으로 부. 

재하는 자아를 공허함으로 표현한다 가상의 그래픽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 

는 반투명한 아바타의 모습은 비디오나 영화의 렌즈가 표현하지 못하는 

잘린 듯한 그래픽 실루엣을 통해 차갑고 허구적인 느낌을 강조한다. 디지 

털로 가공된 이미지는 화면의 픽셀을 통해 정보화된다.  

75) 연구자의 자녀는 살 때 성당에서 대모에게서 루치아 루시 라는 이름을 추천 3 ( )
받아 세례명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빌려온 이름이다, .     



60

스캔 장비 참고그림[ 15] 3D 

연구자의 아바타 루시그림[ 9] < >, 2019, 3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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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모뉴먼트 는 스캔으로 제작한 아바타를 < >(2020) 3D Web GL76)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그림 사람들은 온라인 전시와 접속 링크를 통해 .[ 10] 

작품을 관람하게 된다.77) 관객은 언제 어디서든 잠자는 루시를 볼 수 있 

다 아바타 루시는 가상의 텅 빈 공간에 누워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 . 

는 까만 공간은 디지털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무한한 공간이. 

자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아바타를 통해 부재하는 자아의 아바타

를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작품의 아바타는 관객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 화면은 루시를 중심으. 

로 천천히 회전하고 루시는 작게 숨을 쉬며 가끔 고개를 돌려 살아있는 , 

듯한 행위를 보여준다 관객은 모니터 화면에서 루시를 드래그하거나 스크. 

롤하여 조각 작품을 관람하듯 원하는 각도에서 관람한다 연구자는 작품 . 

속 아바타 루시로 자신을 표현하고 모뉴먼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루시를 ,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보았다. 

연구자는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심즈의 캐릭터와 신체 스캔으로 아바타

를 제작하였다 여러 개의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은 . 

온라인 미디어에서 다중으로 나타나는 자아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연구. 

자는 본인의 자아 표현의 변화를 위해 캐릭터 제작 플랫폼 메타휴먼 3D 

크리에이터를 통해 새로운 아바타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한 아바타들은 . 

연구자의 멀티 페르소나로 사용된다. 

76) 은 웹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줄임말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웨 브라 Web GL , 
우저 내에 차원 그래픽 랜더링 이미지를 보여준다 작업에는 고용량 하드웨어3 . 3D
가 필요한데 은 에서 필요한 연산과 하드웨어 제어를 가상으로 시뮬, Web GL 3D
레이션 해준다. 
77) 잠자는 모뉴먼트 < >, 2020, WebGL, Interactive 3D object : https://khs- 

년 월 일webgl.fire baseapp.com (2021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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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모뉴먼트그림[ 10] < >, 2020, 
WebGL, Interactive 3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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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멀티 페르소나 2) 

연구자는 자신을 대상화한 자화상의 맥락에서 여러 개의 아바타를 제작

해 자아를 표현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자아가 분열하며 만드는 멀티 페르. 

소나가 된다 작품에서 멀티 페르소나의 아바타는 연구자를 전면에 노출하. 

지 않으며 실재 연구자와 다른 자아의 인물로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자, . 

아는 비연속과 분열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인물의 아바타를 생성한다 이, . 

는 연구자와 상반된 모습이거나 연구자가 가진 여러 모습 중 하나일 수 

있다 아바타는 연구자의 신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타에 대한 가. , 

치 판단과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부담에서 자유롭게 한다.

아바타는 감정 신체 동작과 같은 표현이 용이하다 디지털 이미지인 , , . 

아바타는 가상 시뮬레이션이 제공하는 축의 기하학 공간에서 조종x, y, z 

되어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프로그램 내에서 원하는 연출이 가능하, 

다 이에 따라 아바타는 공중에 떠있거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 

으며 크기 조절과 변형이 쉬우며 공간에서 자유로워진다 디지털 프로그, . 

램을 통해 필요한 행동을 입력하여 재생시킬 수 있으며 물리적 영향을 받, 

지 않는 조종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자신을 확장시켜 자아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아바타를 제작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만든 루시 줄리엣 조셉 뱅크스 아바. ‘ ’, ‘ ’, ‘ ’ 

타의 멀티 페르소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인 폭포 전설 의 광대  (1) < >

재인 폭포 전설 은 경기도 연천군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 >(2020)

한탄강에 연결된 재인 폭포의 물줄기와 절벽에 스크리닝 한 작품이다 그.[

림 재인 폭포의 이름은 재인이라는 광대의 전설에서 유래한다11,1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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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  : http://www.hantangeopark.kr/bbs/content. 
년 월 일php?co_id=sight_01_11 (2021 11 30 ) 

그림 재인 폭포 전설 미디어 파사드 싱글 채널 비디오[ 11] < >, 2020, , , 3:30 

그림 재인 폭포 전설 미디어 파사드 싱글 채널 비디오[ 12] < >, 2020, ,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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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에 의하면 고을 원님은 줄타는 광대 재인의 아내를 탐내 줄을 살짝 

끊어 놓은 채 내기를 걸었고 재인은 자신만만하게 내기를 받아들여 줄 위, 

에서 묘기를 부리다 폭포 아래로 떨어 죽게 된다 연구자는 아바타 루시를 . 

광대 재인으로 작업에 표현한다 루시는 폭포 절벽에 거대한 이미지로 등. 

장하여 재주를 부린다 연구자의 아바타는 꼭두각시가 춤을 추는 듯한 동. 

작으로 넘어졌다 일어서고 비틀거리며 희화화된 모습을 보인다 무표정한 , . 

모습과 불가능한 포즈로 움직이는 아바타는 우스꽝스러우면서 동시에 처

량하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듯한 연구자 혹은 광대 재인이. , 

사실은 외부 상황에 휩쓸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표현했다. 

연구자는 외부의 영향을 받은 자신의 자아를 꼭두각시와 같이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모습으로 파악하였다 부재하는 자아는 외부에서 흘러들어. 

온 감정과 사고가 만드는 허구의 자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 

따라 자조적으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고 광대의 페르소나, 

를 만들었다 광대가 된 작품의 아바타는 끊임없이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 

을 반복하며 불안의 본질이 자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연, . 

구자는 광대의 페르소나를 통해 해학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자아를 , 

찾고자 시도하였다. 

나는 행복의 옷을 입고 있다 의 줄리엣 (2) < >

나는 행복의 옷을 입고 있다 는 아바타 줄리엣 이 등장< >(2020) ‘ (Juliet)’

한다 그림 아바타 줄리엣은 벨리니 가 작곡한 오페. [ 13] (Vincenzo Bellini)

라 주인공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연구자의 멀티 페르소나이다.79)

79)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이탈리아 작가 루이지 다 포르토 
의 책에 쓰인 원작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설에는 줄(Luigi Da Porto) . 

리엣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로미오를 만나지 못, 
하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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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복의 옷을 입고 있그림[ 13] <
다 싱글 채널 비디오>, 2020,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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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삶의 선택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인지하는 사고 행위와 작품의 표현을 통해 ,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연구자의 아바타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 고민하는 인물이 된다 오페라의 줄리엣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 

서도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버릴 수 없다고 노래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 . 

태도를 모순적으로 여기고 자신에 아닌 외부에 의해 선택한 삶의 결과로 , 

해석하였다. 

줄리엣은 작품에서 비극의 여주인공이 아닌 극복의 인물로 나타난다, . 

작품 안에서 줄리엣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인물과 아파트 안의 인물로 두 , 

명의 역할을 하며 등장한다 아바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제스. 

처를 취하지만 날아오르는 또 다른 자신과 연결되며 죽음과 삶을 오가는 , 

모습을 보인다 두 명의 줄리엣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서로를 마주하고. ,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며 안식을 취한다 연구자는 수동적인 모습과 능. 

동적인 모습이 혼용된 멀티 페르소나를 만들었고 줄리엣을 연구자 자아의 , 

한 모습으로 동일시 하게 되었다. 

경이의 시대 의 탐험가  (3) < >

경이의 시대 는 아바타 조셉 뱅크스 그림 < >(2021) ‘ (Joseph Banks)’[ 14]

의 퍼포먼스 비디오이다 조셉 뱅크스는 실존 인물로 세기 대항해시대 . 18

세계를 누빈 식물학자이다 뱅크스는 원정으로 식물의 표본들을 수집하고 . 

연구하였으며 탐험가이자 수집가의 지배자적 주체로 역사에 묘사된다 연, . 

구자는 작품에서 조셉 뱅크스가 되어 탐험가 페르소나를 수행한다. 

연구자는 성별 정체성이나 신체 및 사회적 역할이 부여하는 외적 자아

가 자신의 자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내면의 사고와 감정에 따르는 자, 

아를 찾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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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성향

을 역사 속 탐험가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과 상충, . 

하는 정체성의 백인 남성 귀족 의 인물로 스‘ ’, ‘ ’, ‘ ’ 스로를 전환시켜 대항해

시대 탐험가의 아바타를 만들었다 조셉 뱅크스의 외형은 역사의 기록이나 . 

초상화를 따르지 않고 백인 남성과 연구자의 모습을 혼재한 이미지로 창, 

작하였다 탐험가의 페르소나는 연구자의 열망을 드러내는 인물로 가공된. 

다 연구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상반되는 인물인 조셉 뱅크스의 멀티 페르. 

소나를 구축해 정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개인의 내면과 자아를 파악해 , 

자신의 자아를 구축하였다. 

그림 연구자의 아바타 조셉 뱅크스[ 14] < (Joseph Banks)>,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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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공간과 아바타2. 

가상 공간의 표현1) 

루시의 모험 은 유니티 게임 엔진< >(2019) 80)을 사용한 실시간 시뮬레이

션으로 영상 작품의 방식으로 스크리닝 된다 그림 실시간 시뮬.[ 15,16,17] 

레이션 방식은 재생할 때 일정 시간의 러닝타임과 내러티브를 가지는 영

상과 달리 프로그래밍에 따른 사건이 무작위로 발생하면서 공간의 이동이, 

나 아바타의 움직임 가구의 위치 등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며 아파트 외, , 

부의 공간을 제외하고는 관람할 때 같은 장면을 보기 어렵다. 

연구자는 가상 공간의 이미지가 아바타 내면의 감정과 시선을 통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공간은 빠져나. 

올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의 장소가 된다 작품의 배경은 아파트 단지이다. . 

아파트가 일렬로 늘어서 있으며 세 가지 시점에서 아파트 외관을 비춘다, . 

실내의 장면은 아파트 베란다 쪽 거실 부엌 위에서 바라본 장면 등 다, , , 

섯 가지 시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루시를 가까이서 바라보는 세 가지 시점. 

이 있다 시점이라는 것은 루시 혹은 연구자가 보는 시점이 아닌. , 제 의 3

시점이다.81) 가상 공간 내부에는 총 개 정도의 시점이 만들어지고 프로12

그램은 그 시점들을 무작위 하게 보여주게 된다 실내를 비추는 시점은 . 

를 보듯 관람자의 시선을 관찰자의 입장에 적용시킨다CCTV . 루시를 보여

주며 이동하는 시점은 아바타의 상반신 얼굴 클로즈업 다리 부분을 비춘, , 

다 이 시점들은 루시에 축을 두고 연결되어 있어서 실내를 비추는 시점. , 

들과 별도로 루시 중심의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사한다. 

80) 윈도우 맥과 같은 컴퓨터 뿐 아니라 플레이 스테이션 장치 , XBOX, WII, VR 
인 오큘러스 플레이스테이션 와 스마트 티비 자동차 테슬라 등에서 , VR, VIVE , 
구동 가능한 제작 툴이자 게임 엔진이다3D . 
81) 프로그램 내 가상 카메라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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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루시의 모험 라이브 시뮬레이션 무한시간  [ 15] < >, 2019, , 

그림 루시의 모험 라이브 시뮬레이션 무한시간  [ 16] < >, 2019, , 

그림 루시의 모험 라이브 시뮬레이션 무한시간  [ 17] <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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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아파트 실내 도면을 참고하여 방과 거실 베란다 현관 등의 전, , 

형적 구조를 반영하였다 실내의 인테리어를 잘 살펴보면 일정 시간 후에 . 

가구의 위치가 바뀌어있거나 루시가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다 투명한 아, . 

파트의 색들을 모두 제거해 한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각각의 집들은 다른 , 

가구와 배치 방식을 보여준다 가구가 바뀌는 것은 여러 집들을 만들고. , 

카메라가 비출 때 무작위의 집을 선택해 보여주도록 설정했기 때문이다.

투명하게 비추는 공간은 타자와 자신의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는 개인

의 모습이자 네트워크화되어 연결과 끊김을 반복하는 비연속 자아의 분열, 

을 드러낸다 프로그램은 정해진 재생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구동된다 아. . 

바타는 실내에서 걷고 멈추고 생각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루시는 문에 가. 

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을 열고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다 프로그램 . 

재생 중 루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루시는 스크린에, 

서 사라진다 차원의 좌표는 데카르트 좌표 공간이라고 지칭한다. 3 .82) 3D 

가상 공간은 축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다 정확한 축을 설x, y, z . x, y, z 

정해야 가상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으며 하나의 수치라도 없을 경우 평면, 

으로 남거나 화면에서 사라진다 루시가 무작위 시뮬레이션으로 현관문을 . 

열게 되면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축이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회전하는 모, 

습으로 드러난다.83) 루시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면 방향성을 잃고  

유영하게 되는 것이다. 

82) 데카르트가 천정의 파리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상상하면서 발명한 개념 
으로 평면은 공간은 의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데카르트는 물리적 신x, y, x, y, z . 
체와 정신이 별도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좌표 개념을 예로 들었는데 신체는 , 
좌표로 특정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 있지만 정신은 좌표화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별도의 실체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83) 현관 바깥의 공간에 바닥을 설정하지 않았고 루시가 화면에서 떠다니는 모, 
습으로 재생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디지털 가상 공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으. 
로 간주하였고 현관문을 그대로 유지하여 우연히 발생하는 상황이 전시에 노출, 
되도록 했다. 



72

이는 루시의 아파트가 가상 환경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이미지임을 각인

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동시에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아바타의 불안과 공, 

포를 시각화한다. 

디지털 풍경 사진을 제작하는 로버트 오버웩 은(Robert Overweg) 84) 게 

임과 같은 가상 환경의 풍경을 캡쳐하여 사진로 보여준다 가상 세계의 . <

끝 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게임 속 경계를 찾아 스크린을 >(2010)

캡쳐하여 보여준다 참고그림 이는 디지털 이미지의 노스텔지어적 풍.[ 16] 

경이면서 동시에 화면 속 공간이 가공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을 동시

84)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게임 풍경 사진가이자 디자이너이며 제 회 서울 국 7
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에서 위의 작품을 소개한바 있다. 

로버트 오버웩 가상 세계의 끝참고그림[ 16] (Robert Overweg)< (The 
디본드에 새틴 프린트End of Virtual World)>, 2010, , 114x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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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린다 가상 공간은 공간을 한정시키거나 무한한 곳으로 표현할 수 . , 

있으며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작동하는 가상 이미지의 한계는 한정된 감, 

각의 경험을 제공한다. 

부재하는 아바타의 시점 2) 

마지막 아파트 는 년 낯선 집 서울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던 < > 2017 ‘ : ’

개인전에서 발표한 영상 작품이다 그림 당시에 같이 작업한 집 .[ 18,19,20] 

시리즈들은 아바타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으며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만 남, 

겨 두어 존재하지 않는 아바타의 시각을 연출해 보았다. 

화면에는 아파트 거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나타난다 거실이 지나면 . 

또 다른 거실로 이어진다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거실의 이미지는 무한 반. 

복되는 공간으로 보인다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공간만이 남아있는 장면은 . 

독일의 유형학적 사진을 연상하게 한다 베른트와 힐라 베허. (Berned and 

는 지겐 지역의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촬영하는 작업을 진Hilla Becher)

행하였다 참고그림 건물의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기 .[ 17] 

위해 수평의 앵글로 원근감을 없애고 장시간 노출의 촬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유사한 건물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각각의 집들. 

은 다른 형태를 띄고 있으나 건축적 양식으로 차별점이 확연히 드러나지 , 

않는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형으로 드러나는 집의 이미지는 각. , 

각의 차이를 소멸시킨다. 

마지막 아파트 에 드러나는 거실의 이미지도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의 < >

전형적인 공간을 묘사한다 작업 속 거실은 모두 다른 집을 표현하고 있으. 

며 가구의 배치 조명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므로 조명을 통, , 

해 차이를 인지하게 된다 부재하는 아바타의 시점은 자아 상실과 불안을 . 

극대화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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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아파트 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18] < >, 2017, , 4:24 

마지막 아파트 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19] < >, 2017, , 4:24 

마지막 아파트 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20] < >, 2017,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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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아파트 속 공간은 회피의 자아를 드러낸다 아파트는 일률적< > . 

이고 억압을 주는 공간이자 동시에 안락함과 부를 상징하는 욕망의 메타

포가 된다 회피의 자아는 연구자의 욕망을 부정하고 무화시켜 바깥으로 .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본인이 원하는 대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망. 

각하기 위해 대상을 신 포도 처럼 원치 않는 것으로 묘사한다, ‘ ’ . 

이중의 감정은 작품의 방향성과 연관된다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시. 

각 표현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밖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 

베른트와 힐라 베허참고그림[ 17] (Bernd and Hilla Becher) 
젤라틴 은판 사진 각 <Framework Houses>, 1959 - 1071, 15 , 

40x3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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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를 준다 아파트를 벗어나려는 듯한 움직. 

임은 오히려 아파트 내부를 향하는 모순을 보인다. 

은 아파트 실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했다 그림 <#2503>(2017) .[ 21] 

무채색처럼 보이는 아파트는 질감이 없는 건축 모형과 같은 모습을 보인, 

다 아파트 실내 이미지는 수직 수평으로 이어져 반복된다 집의 이미지. , . 

는 안락하고 견고한 장소 보다는 텅 빈 공간으로 나타난다 삭막하거나 부. 

피감 없이 드러나는 집의 이미지는 그곳이 존재하지 않는 곳임을 상기시

킨다 연구자가 창조한 컴퓨터 그래픽의 가상 공간은 진공 상태처럼 생동. 

감이 삭제되어 있다 수직과 수평으로 가로막힌 아파트의 이미지는 폐쇄 . 

공포를 드러낸다. 

피그먼트 프린트그림[ 21] <#2503> 2017, , 50x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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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집의 이미지를 소통할 수 없는 닫힌 공간으로 그린다 빈 . <

방 의 경우 주인공은 이웃 주민에게 말을 하지만 이웃 주민의 목소>(2018) , 

리는 끝까지 들리지 않고 주인공의 말은 혼잣말처럼 허공을 맴돈다 그림 .[

작품의 가상 공간은 자아가 없기에 타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고독하고 22] , 

공허한 공간이 된다 연구자는 집의 일부를 사라지게 만들어 단절과 고립. 

의 불안을 드러냈다. 

빈 방 은 실제 창문이 있는 전시 공간에 비디오 프로젝션 맵핑을 하여 < >

전시장 창문과 프로젝터 이미지의 창문을 일치시켰다 작품 안의 창문은 . 

실제 창문과 같이 고정되어 있지만 벽의 이미지는 어느 순간 소멸되는 듯 , 

구겨지게 된다 아파트 거실의 프로젝션 이미지는 전시 공간에 일루전을 . 

만들어낸다.  

더 패싱 은 실제의 아파트 단지의 지도와 외형을 바탕으로 제작< >(2017)

한 가상의 아파트를 보여준다 그림 작품의 첫 장면은 지도 위에서 시.[ 23] 

작하여 종소리와 함께 바닥이 사라지고 허공에 뜬 아파트가 남게 된다. 

연구자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다니며 집에 대한 연속적인 기, 

억을 가질 수 없었다 아파트를 언젠가는 사라질 불안한 장소가 되었고. , 

작품에서 결국 무너져 쓰러지며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다 연구자는 작품을 . 

실재와 교차시키거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대상, 

과 일정 거리감을 유지한다 가상의 이미지와 아바타를 통해 심리적 부담.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연구자의 내면은 자신의 존재를 대상화하여 자아를 , 

구축하려는 작업 목적과 교차하고 세부 질감과 색의 제한적 표현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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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빈 방 비디오 프로젝션 맵핑[ 22] < >, 2018, , 
싱글 채널 비디오,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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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패싱 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23] < >, 2017,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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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와 정체성 표현V. 

아바타와 정체성 1. 

자아 혹은 껍질로서 아바타 1)  

프랑스의 현대 미술가 피에르 위그 의 영혼 없이 껍질(Pierre Huyghe) <

뿐인 프로젝트는 안리(No Ghost Just a Shell)>(1999-2003) ‘ (Annlee)’라

는 아바타를 등장시킨 비디오 작업이다 참고그림 스크린에 아바타가 .[ 18] 

걷고 있는 모습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나레이션이 나온다. 

피에르 위그 영혼 없이 껍질뿐인참고그림[ 18] (Pierre Huyghe) <
(No Ghost Just a Shell)>, 199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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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위그는 일본 애니매이션 피규어를 판매하는 카탈로그에서 안리

의 캐릭터를 발견하고 달러를 지불하였다 위그는 다른 동료 예술가들428 . 

에게 안리의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고 그들은 안리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 

입혀 각자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냈다 필립 파레노 리. (Philippe Parreno), 

암 길릭 더글라스 고든 안젤라 블로흐(Liam Gillick), (Douglas Gordon), 

등의 예술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피에르 위그(Angela Bulloch) . 

는 안리가 작가 자신만의 아바타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여러 명의 . 

예술가들의 협업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작가의 독창성과 주체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위그는 안리의 저작권을 안리를 판매한 곳에 양도하여 사용 종료 혹은 

안리의 죽음을 선언하고 작업 결과물들을 전시했다 피에르 위그는 작가의 . 

아이디어가 특정한 형식을 구사하고 그 형식을 보호받는 저작권의 체계가 , 

적용되는 미술의 범주를 따르지 않는다 아바타 안리의 캐릭터는 작가가 . 

제작하지 않았으며 내용이나 내러티브 구사 방식 역시 작가의 독창적 창, , 

작물이 아닌 다수의 작가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작품에서 피에르 위그. 

는 일종의 기획자 혹은 개념 미술가로서 존재한다 작가 자신의 욕망이나 . 

자아의 표현 저작권을 해체하는 시도는 안리라는 아바타가 담긴 비디오 , 

작품으로 남게 된다. 

연구자 아바타의 내면2) 

개인의 독창성 구축은 저작권 체계나 주체적 개념이 미흡한 사회에 대

한 반동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시의 모험 의 아바타는 . < >

피에르 위그의 영혼 없이 껍질뿐인 속 안리와 상반되는 속성을 지닌다< > . 

루시는 연구자의 신체의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한 아바타이다 안리는 주체. 

를 해체하고 있지만 루시는 하나로 귀결되는 개인의 모습을 구축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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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은 항상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루시는 한국 사회. 

의 개인 혹은 개인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 

연구자가 표현한 패턴화된 주거 양식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연구자의 내

적 공간 내면의 공간을 형상화 한다 아파트 한 집을 하나의 유닛으로 반, . 

복적으로 나열하여 복제한 공간은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완결된 시스템이나 미로가 되어버린다. 

루시의 모험 의 아바타는 아파트 공간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유하< >

는 개인의 패턴화된 행동을 보인다 반투명한 루시의 모습은 영혼. (Ghost)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껍데기 처럼 보일 수 있다, (Shell) .85) 루시가 속한 공 

간은 주거 공간으로 사적 영역이지만 로 보는 듯한 투명한 벽면은 , x-ray

아래 위층과 옆집을 모두 드러낸다 아래에는 무한 반복으로 복사된 타인, . 

의 공간이 보이고 루시 또한 타인에게 드러난다 공과 사의 구분 없이 드, . 

러나는 공간은 개인과 집단의 구분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연구자의 내면

을 반영한다. 

85) 피에르 위그의 작품 제목 영혼 없이 껍질뿐인 의  < (No Ghost Just a Shell)>
단어를 사용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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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모순  2. 

미디어에 나타나는 아바타의 정체성 1)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로 정의된다 니. 

키 리가 다른 인종이나 하위문화의 인물로 등장한 것은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86) 현실 세계에서도 성별과 인종을 전환하 

는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사고의 전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의 가상 공간은 실. , 

제 인물과 다른 정체성의 가상 인물들이 나타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

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Steven Spielberg) <

은 오아시스(Ready Player One)>(2018) ‘ (OASIS)’87)라는 가상 현실 게임

이 지배하는 미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서 오아시스는 메타버스 . 

세계를 보여준다 오아시스에 접속하려면 전용 고글을 쓰고 비용을 지불. , 

하면 감각을 재현해 주는 글러브와 슈트 같은 장치를 구매할 수 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웨이드 이며 오아시스 내의 이름은 파시벌 (Wade)

이다 웨이드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본따 만든 외모를 하고 있(Parzival) . 

지만 쇼 등은 현실과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등장한다 오, (Sho), H(Aech) . 

아시스 내에서 쇼는 파란색 피부로 닌자 의상을 입은 인물로 는 거대한 , H

덩치를 가진 로봇 남성이다 영화에는 이 인물들의 원래 모습이 밝혀지며 . 

86) 멀티 페르소나 사례 연구에 의하면 뒤샹은 유대인 여성 작가로 나타나며 니 , 
키 리의 시리즈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에 기반한다<Projects> .  
87) 영화 속 등장하는 게임으로 존재론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감각 몰입 시뮬레 ‘
이션 의 약자(Ontologically Anthropocentric Sensory Immersive Simula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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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가 살의 중국인이고 가 주인공 옆집의 흑인 여성임이 드러나는 장11 , H

면이 있다 이 인물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이 보이는 정체성이 가상 현실 . 

공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염려하고 자신, 의 정체성을 노출하지 않

는 아바타를 선택하였다 미디어의 아바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변. 

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매개체로 나타난다. 

연구자 아바타의 정체성 구축과 해체2) 

연구자는 조셉 뱅크스라는 아바타를 만들어 연구자와 다른 성별과 인종

으로 드러나는 탐험가의 페르소나를 표현하였다 예술가들의 가정된 대체 . 

정체성은 정체성 범주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정되지 않는다.88) 미국의 퍼 

포먼스 예술가인 엘레노어 안틴 은 흑인 정체성의 엘레노(Eleanor Antin)

어 안티노바 를 꾸며내어 타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Eleanora Antinova)

을 드러내려 했다 엘레노어 안틴의 나는 동정심이나 무력감이 없는 여성. “

들을 제시하기로 결심했다”89)와 같은 발언은 작가로서 정체성의 고정 관, 

념으로부터 전환하는 이미지의 대상을 구축하는 과정을 밝힌다. 

년 프란츠 파농 이 집필한 검은 피부 하얀 가면1954 (Frantz Fanon) “ , ”

은 근대 심리학을 이용해 의존적이고 빈약한 흑인들의 자존감에 대해 이

야기한다 백인들은 고등 교육을 받은 흑인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 

흑인들은 식민주의 체계 안에 하위적 존재로 스스로를 인지하여 자기 조, 

상들의 문화와 현재 자신들이 속한 문화 사이에 갈등을 느낀다. 흑인이 식

민주의 체계 속에서 성공하려면 타문화를 받아들이고 흉내 낼 수 있어야 

88) Jennifer DeVere Brody, “Enacting Others: Politics of Identity in 
Eleanor Antin, Nikki S. Lee, Adrian Piper, and Anna Deavere Smith by 
Cherise Smith (review)” 『Modern Drama』, Vol.56-2, 2013, p.1. 
89) Brooklyn Museum Artist Statement : from https://www.brooklynmuseum 

년 월 일.org/eascfa/about/feminist_art_base/eleanor-antin (2021 11 30 ) 



85

하는 것이다 파농은 지배자들의 언어를 습득하여 그들의 문화를 익히는 . 

행위를 하얀 가면이라고 표현한다. 

아프로퓨쳐리즘 은 디아스포라 흑인과 테크놀로지를 가로(Afrofuturism)

지르는 미학 과학 역사 철학이다 공상 과학의 판타지 대안적 역사 환, , . , , 

영적 사실주의로 흑인 문화의 미래를 흑인의 렌즈로 바라보려는 시도이

다.90) 인종 정체성 , BLM91) 비판적 인종 이론 는 , (Critical Race Theory)

개인의 정체성 보다 집단 정체성을 우위에 두고 현실 정치의 변화와 제도, 

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미 대학은 인종 할당제. (Affirmative Action)

를 도입하여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학 진학률을 올리고자 시도하였고 지역  , 

사회에서는 노예를 소유 했던 역사 속 위인들의 동상을 철거하고 있다.92) 

정체성 정치 는 주류 서구 사회의 핵심적 가치관으로 부(Identity Politics)

상하였다. 

본 연구자는 정체성은 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정체성을 가진, 

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졌다 연구자는 정체성 개념을 개인. 

의 자아와 무관하게 사회적 정치적인 입장에서 구분 짓게 하며 자신을 , , 

카테고리화 시켜 인식하게 하는 구속의 잣대로 파악하였다. 

아바타는 성별과 인종 등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93) 아바타는 실제 

의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아바타의 경우 기. 

본적으로 성별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 해도 충분히 가계정으로 조작할 수 , 

90) 려기 김현주 윤지영 아프로 퓨쳐리즘의 예술적 특성 디지털융복합연 , , , “ ”, 『
구 , Vol.18, No.5, 2020, p.2.』
91) 은  BLM 백인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George Floyd)  흑
인 인권 운동으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의 약자이다(Black Lives Matter) . 
92) 년 월 남북전쟁을 이끌며 미국 남부의 대통령에 재임하며 노예 제도를  2020 6 , 
찬성했던 제퍼슨 데이비스 의 동상과 신대륙을 발견하고 원주민(Jefferson David)
을 노예로 삼은 콜럼버스의 동상이 철거되었다 홈페이지 . BBC News : https:// 

년 월 일www.bbc.com/news/world-us-canada-53005243 (2021 11 30 ) 
93) 이지은 사이버 공간의 몸 미술 권력 그리고 젠더 서양미술사학회논문 , “ : , , ”, 『
집 , Vol.21, 200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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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체 정보가 가려진 아바타는 원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표현된다 연. . 

구자의 아바타는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을 가진 아바타이기 보다는 작가, 

인 주체가 표현하는 아바타이다 이러한 아바타는 연구자의 정체성이나 형. 

상의 유사성과 관계없이 페르소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이의 시대 는 백인 귀족 남성인 조셉 뱅크스 아바타를 통해 < >(2021) , , 

정체성을 해체하고 식물학자이자 탐험가로서 멀티 페르소나의 자아를 구, 

축한다 그림 전 세계를 탐험하며 새로운 땅과 개체를 발견하며 경.[ 24,25] 

외감을 느끼는 탐험가는 작품 안에서 여러 명의 조셉 뱅크스로 분열하며 , 

다중의 감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표출한다. 

본 연구자는 여성으로서 나 한국인으로서 나 장녀로서의 나의 신체 정, , 

체성을 지각하지만 연구자 내면의 주체는 외모와 성별 인종과 같은 정체, , 

성 보다 감정과 사고 체계를 우선시하는 디지털 시대의 자아로 자신을 파

악한다 본인의 작품은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나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여 . 

자아를 만드는 것으로 특정한 정체성을 대변하여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아니다 연구자의 아바타는 현실의 정치 사회에서 다루는 정체성을 벗. , 

어나고 부재하는 자아가 드러내는 감정과 사고 체계를 다루며 자아를 구, 

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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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의 시대 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24] < >, 2021, , 4:30

경이의 시대 싱글 채널 비디오그림[ 25] < >, 2021,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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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I. 

본 연구는 본인의 자아 부재를 채울 수 있는 자아의 이미지를 만들어 

본인의 자아로 받아들이는 연구자의 작품 제작 담론 연구이다 이를 위해 , . 

연구자의 아바타를 만들어 부재하는 자아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표현하였, 

다. 

연구자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감추려는 태도와 드러내려는 욕망이 , 

상충하며 본인을 대리한 아바타를 만들었다 아바타는 본인의 자아를 재구. 

성 확장 시키는 미디어로 허구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현실에 기인한 심리, , 

적 갈등에서 해방감을 주었다 연구자의 아바타는 온라인 네트워크와 소셜 . 

미디어가 만드는 비연속의 자아와 유사한 불안과 취약의 속성을 가지고, 

다중적 모습으로 분열한다 다중적으로 분열하는 아바타는 연구자의 자아. 

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멀티 페르소나이다. 

본론의 첫 장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 자아 개념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의 자아는 외부가 원하는 , . 

이미지를 만들었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중으로 분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단독적 개인과 자아 주체 개념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 

발전과 함께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주체의 시선을 통해 . 

자신의 자아를 다루었고 자신의 외적 정체성이 규정하는 자아를 자신의 , 

내면의 자아와 분리하기 위해 아바타를 사용하게 되었다. 

장은 연구자 자아의 특징을 살피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와 페르소나III

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업에서 만들어진 가상 인물들은 연구자와 . 

연결되어 대리 역할을 수행하며 아바타로 작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재. 

와 가상이 중첩되고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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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는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표현 범위와 사용 방식에 영향을 받는

다 분신으로서 만들어진 아바타는 실재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하면. 

서 신체를 확장시킨다 최근의 인공지능 로봇은 아바타와 같은 가상 이미, . 

지로 등장하여 주체를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아바타는 그것을 조종하는 , . 

인물의 감정과 사고 표현을 수반하여 완결된다. 

자유로운 연결과 끊김이 가능한 아바타는 소셜 미디어의 자아와 유사한 

자아를 구성한다 소셜 미디어 시대 비연속의 관계망은 분열적 자아를 생. 

성한다 이러한 환경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도록 부추기고 대중들이 원. , 

하는 자아가 만들어진다. 

연구자는 다중으로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을 멀티 페르소나로 간주하고, 

마르셀 뒤샹 앤디 워홀 신디 셔먼 니키 리의 예술가들의 작업 사례를 , , , 

살펴보았다 로즈 셀라비라는 특정 인물의 단일 페르소나를 만든 뒤샹은 . 

익명의 멀티 페르소나를 만든 신디 셔먼 니키 리와 비교하여 개인의 존재, 

를 구축하여 표현한다 신디 셔먼은 단일 주체를 멀티 페르소나의 모습으. 

로 분열시켜 파편적 자아의 모습을 표출하였고 니키 리는 공동체의 일부, 

가 되어 멀티 페르소나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 

자신과 충돌하는 정체성의 멀티 페르소나가 내면의 자아를 드러내는 하나, 

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루 양과 연구자의 디지털 아바타는 멀. 

티 페르소나로서 충돌하는 정체성을 드리우기보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는 확장의 의미에서 자신을 나타낸다.

장은 아바타가 반영하는 자아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는 아바타가 IV . 

가상 신체로 작동할 수 있으며 아바타가 구축한 자아와 그것을 다시 연구, 

자와 동일시하며 거울 단계의 자아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연구. 

자의 아바타 루시는 신체를 변형하거나 확장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점은 연구자가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초자아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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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아바타는 연구자를 대리하며 외부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롭다. 

잠자는 모뉴먼트 의 경우 연구자의 아바타를 누구나 조종할 수 있도록 < >

연출하여 타자이자 주체의 관점으로 작업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 . 

다중의 멀티 페르소나 아바타를 주체와 타자 개념으로 분석하가 아닌 주, 

체와 주체 혹은 타자와 타자의 동등한 개념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장에서는 아바타의 자아와 정체성 표현을 다루었다 아바타를 영혼 없V . 

는 껍데기 로 사용한 피에르 위그는 하나의 아바타 안리를 여(ghost) (shell)

러 명의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분열 시켰다 위그는 안리를 그 누구도 . 

점유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는 주체의 해체로 바라볼 수 있다 연구자, . 

는 본인의 아바타를 안리와 반대되는 주체의 구축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 

따라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바타들이 모여 하나로 귀결되는 연구자를 

구성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아바타를 정체성. 

으로 해석하지 않고 감정과 사고 체계를 따르는 내면의 자, 아로 받아들인

다. 

연구자는 새로운 구조의 자아를 밝히기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자아에 대한 담론을 주장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중앙과 주변의 프레. 

임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자아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속. 

성에 뿌리를 두어 신체 외부에 존재함에 따라 정체성 담론의 역설에 규정, 

되지 않는다. 

아바타는 연구자의 내면 단독성 주체성에 대한 실험이다, , . 디지털 미디

어와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은 타자화된 연구자의 정체성에 대한 프레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로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필연적인 매체가 된, 

다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이 가지는 비연속적이고 분열적. 

인 특징은 연구자 자아의 부재를 다중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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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스스로를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완벽히 설명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떠나 존재하, 

는 아바타를 작업에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아바타의 멀티 페르소나를 통. 

한 자아의 구축과 다중적인 표현의 연구를 통해 작가로서 주체를 확인하

고 자아의 특징을 밝혔다 부재하는. 자아를 만들어 구축하려는 본인의 연 

구는 현대인으로서 자아가 어떠한 것인지 규명하는 작업 연구로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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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ultiple 

Self-Embodiment through Avatars
- Focused on Hyunseon Kang’s Works -

Hyunseon Kang

Painting & Printmaking Major

Departmen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dea of individual exist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al 

thoughts of modern Western society. As modernity was imported from the 

west into South Korea, the entire nation underwent rapid transformation. The 

transformation of our external world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way 

Korean people view the world as well as how we perceive ourselves. 

Despite the rapid external changes, the internal transformation seems to take 

its own time. The East Asian Confucian value system, which views the 

individual in relation to others rather than as an independent entity, seems 

to dominate South Korean society. I attempted to identify my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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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ce as a person living within the confines of the collective traditional 

Confucian value system, formulating a new perspective to construct 

self-consciousness.  

Ironically, the collective and relational attitude of traditional values, 

ignited the explosion (or implosion) of a unique internet culture that often 

foretold how the internet would be used by the rest of the world. The 

spread of the internet in the late 1990s had created countless online 

communities which people choose to belong to. The online network 

environment allowed individuals’ consciousness to be shaped by external non 

linear digital information rather than a continuous solitary introspection 

reversing our traditional idea of self-consciousness. In an online environment, 

my feelings and emotions are not expressed through digital media, but rather 

digital media embodies myself and emotions.     

My self-portrait works are an expression of desire for a self-consciousness 

that is lacking. The transformable and unstable self expressed through digital 

media emblematize an anguished, empty void. By exploring the aesthetic 

experience of multi persona digital avatars appearing in my work,  the 

research aims to question and define a “self” constructed by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The digital environment based on repeated access and disconnect divides 

the individual’s consciousness into multi persona avatars. The nonlinear and 

aesthetic sensibility of avatars resemble my own self who lacks a continuous 

self consciousness.   

This paper is a study on self-expression. Avatars like “Lucy”, “Juliet” 

and “Joseph Banks” are a series of questions about aspects of my own 

identity. Avatars can appear to resemble or deviate from my own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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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embodying the divisiveness of my self into creation of different 

personas. 

Avatars are attempts to construct a coherent self-image that seems to be 

in constant flux. Through traditional methods of “self-expression”, I attempt 

to create an inner self, and a unique subjectivity that questions the 

constitution of self identity, emotion and self consciousness.  

keywords : avatar, individual, self, virtual, multi-persona, identity

Student Number : 201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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