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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박준범 <Hypermarket
4> 싱글채널 비디오 6분 20초

2008
왼쪽 페이지
장영혜중공업 <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정치인들 -- 무엇을
감추나?> 2016_장영혜와
마크 보주가 1998년 결성한
장영혜중공업은 자본과 정치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직접 만든 음악을
삽입해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게
한다.

아트인컬처 × 2020.03

미디어 계보학,
그림자놀이에서 VR까지

‘ 2000년대 이후, 그리고 현재의 비디오아트의 특징과

Art는 지난 2월호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린
전시 <한국 비디오아트 7090: 시간 이미지 장치>에
주목해, 20세기 한국 비디오아트 전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특집을 실었다. 이번 호에는 그 후속 기사를
내놓는다. 21세기 디지털로 전환된 기술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영상미술은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
한국의 미술가들은 어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해,
어떤 작품을 선보여 왔는가? 미술평론가 곽영빈은
비디오 아트의 ‘미디어 고고학’ 혹은 ‘계보학’에
기초해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분석한다.
‘장치’로 번역되곤 하는 ‘디스포지티프(dispositif )’,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등상적 혹은 판타스마고릭
(phantasmagoric)’한 제작 방식을 활용하는 작품에
포커스를 맞춘다. 논고와 함께 2000년대 이후 한국
영상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화보를 함께 실었다.
여기에 소개된 작품은 매스미디어와 정치적 상황에
비평적으로 접근하거나, 인터넷 네트워크, 사진,
퍼포먼스 등 다른 미디어와 결합하는 다양한 추세를
보여준다. / 곽 영 빈

변형되어온 수백, 수천 편의 작업들에 대한 묘사와 평가를

양상.’ 지난 1월 하순경에 요청받았던 원고의 내용은
이렇게 간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짧은 구문이
무려 20여 년간 다종다기한 방식으로 지속, 갱신되고
전제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였다. 고민 끝에 일단 이번 글에서는, 이 시기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훑거나, 이 시기의 주요 작업들이 다루는
주제나 토픽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식들을
따르기보다는, 이러한 관습적 시각에 의해 대개 간과되는,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도 인상적이라 생각해온 독특한
계열의 작업들을 재구성하고, 그것이 특히 지난 5-6년간
한국에서 어떤 궤적을 형성해 왔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도,
또는 스케치를 그리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미디어 계보학적 궤적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지난 몇 년간 개인적으로 꾸준히
주목해온 이 계열은 이른바 ‘미디어 고고학(media

archeology)’, 또는 이와 겹치면서 분기하는 ‘미디어
계보학(media genealogy)’적 차원의 작업들이다.1)
물론 보다 자세하고 정치한 논의는 다른 자리를 빌
예정이지만, 2) 이 글에서 나는 이 역사적 벡터들이
한국의 아트씬에서 만들어온 힘의 장(force field)을
대개 ‘장치’라고 번역되어 온 디스포지티프(dispositif ),
더 구체적으로는 ‘환등상적인/판타스마고릭한
디스포지티프(phantasmagoric dispositif )’의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대개 19세기 말, 즉 영화의 도래
이전까지의 서구, 특히 유럽에서 유행했던 일련의 상상적
형식이나 환상적인 장면화의 방식으로 규정되어온
환등상/판타스마고리아를, 노암 M. 엘콧(Noam M.

Elcott)은 “물질적 지지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이는) 관객과 이미지가, 하나의 단일한 시공간에서
‘이루는’ 조합(assembly)”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백
년간 예술과 영화, 연극과 스펙터클의 세계에 만연했던
테크닉들의 모음을 통한 인간과 이미지들의 실질적인
(또는 그렇게 보이는[apparent]) 모임”으로 재규정한다.3)
이러한 규정은 이른바 ‘텍스트’라 불리는 대상과
이것을 경험하는 주체 또는 관객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연동시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과거-현재미래’라는 일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의 모델에서
누락되곤 하는 반복과 회귀, 또는 변형의 궤적을 보다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작년 말 송은아트센터에서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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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륜 <도시일기> 24채널
멀티비전 4분 56초
2002_작품은 도시에서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에 대한
단상과 유머를 담았다. “도시의
화려함을 상상한다. 도시의
화려함을 실험한다. 집구석은
나의 모든 상상을 실험하는
곳”이라는 내레이션이 함께
흘러나온다.

위 · 함경아 <일본 배우
고이카와 준야> (위), <리라>
(아래)
아래 · 박화영 <블러디 모나>
5채널 비디오, 10채널
오디오 2000_박화영은
미디어아티스트 겸 퍼포먼스
배우, 코스튬 디자이너로
활동해왔다. 작품은
‘모나(Mona)’라는 가상의
캐릭터로 분한 작가의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 사회 속
여성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드러낸다.

전시 < Walk in the Sun>(2019)은 2017년 제16회
송은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세진 작가의
수상전이었는데, 이 전시를 가능케 한 2017년의 수상작들
중 <모션 핸드(Motion Hand)>(2016)라는 작업이
있다.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형상을 보여주는
이 작업에서, 해당 노동자의 이미지는 턴테이블 위에
놓인 다각형 그릇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현현하는, 말
그대로의 ‘활동사진(moving image)’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프락시스코프(praxiscope)를 응용한 것으로,
1833년 윌리엄 호너( William George Horner)가 만든,
표면에 일정한 간격의 얇은 수직 틈을 뚫은 원통을
돌려 그 사이로 스치는 이미지를 들여다보게 했던
조트로프(zoetrope)를 개량한 것이다.

1877년 에밀 레이노(Emile Reynaud)는 조트로프
가운데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스쳐가는 이미지들이
거울에 차례대로 비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객들은
틈 사이로 볼 필요 없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대개 ‘영화의 전사(pre-history of cinema)’
일부로 짧게 언급되고 잊혔던 이 장치를 재활용함으로써,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물 미화원의 노동을
기록한 자신의 영상작업 <도시은둔자>(2016)가 다소
평면적으로 재현했던 노동의 비가시성, 즉 현실 속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를 작동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노동의 단속적인 흐름을—
푸코가 역사의 수평적 단층들과 연동될 뿐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고고학’ 작업과 구분했던—‘계보학’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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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성화’시켰다.
이 프락시노스코프(praxinoscope)에 프리즘을
달면, 움직이는 이미지를 훨씬 많은 수의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프락시노스코프는
‘영사기(projector)’로 변모함으로써 이후 ‘프락시노스코프
극장’으로 이어지게 된다.4) 인사미술공간에서 선보였던
전시 <상영중(During the Play)>(2017 )은 2017년의
고갱이에 해당하는 숨은 전시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기
포함된 아영(A. Young)의 작업들은 바로 이 프리즘을
소환한다. 하지만 깜깜하게 세팅된 전시장 2층에서,
이미지는 일련의 안정적인 연쇄로 수렴되기보다 프리즘을
통해 빛의 차원에서 ‘분광’되고(<빛-필름 - 무빙 Light-

film-moving>), 아무런 형상 없는 슬라이드들은 매우 느린
속도로 변색됨으로써, ‘활동사진으로서의 영화’를 향한
이미지의 목적론적 역사, 혹은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산란 혹은 유예시킨다.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가 시카고에 설치한
유명한 조형물 <구름문(Cloud Gate)> 주변을 찍은 16mm
영상을, 프레임 단위의 비디오 이미지로 변환한 전하영의
<프레임 워크>(2014)나, 발(foot)의 복수형인 ‘ feet’를
필름 길이를 측정하는 동음이의어 피트(feet)로 치환시켜,
100피트 길이 필름에 100개의 발 이미지를 보여준
김민정의 <푸티지(Footage)>(2015) 역시 이러한 미디어
고고학적 단층 탐사에 참여한 작품이었음은 물론이다.
2018년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에서 중운상을
수상한 김시헌의 <부카니마: 무술(武術)[BookAnima:
art in culture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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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 안정주 <Breaking
to Bits> 4채널 비디오
6분 50초 2007
왼쪽 페이지
위 · 양아치 <전자정부>
넷아트 2003
아래 · 정연두 <식스 포인츠>
싱글채널 비디오 28분 44초
2010_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한국
등 도시의 거리 사진을 길게
이어 붙여 천천히 패닝하는
영상적 움직임을 만들었다.
각 도시에 거주하는 소수
집단들의 목소리가 함께
재생된다.
다음 페이지
문경원 & 전준호 <축지법과
비행술> 싱글채널 비디오
10분 30초 2015

Martial Arts]>(2018)은, <상영중> 전시에서 전경화된
위의 작업들이 늦추거나 분산시킨 이른바 ‘정상적인’
이미지의 속도를 회복시키는 듯하면서도, 전자의 부정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데리다를 경유한)
헤겔적 의미에서 ‘지양(止揚, Aufhebung)’하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책에게 영화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실험
애니메이션”이라는 작가 자신의 압축적 서술이 시사하듯,
이 재기 넘치는 작품은 태권도에서 쿵푸, 봉술과 권투
및 펜싱에 이르는 각종 무술 교본의 정지된 이미지들을
편집해 ‘끊어지듯 이어지는 활동사진(concatenated

moving pictures)’ 효과를 내고, 그 위에 해당 무술의
종류에 상응하는 효과음과 언어들을 덧입힌다.
마치 더빙된 브레이크 댄싱 영상이나 플립북(flip
book)을 보는 것 같은 <부카니마>의 효과는 김세진이
소환했던 프락시스코프(praxiscope)가 나온 지 2년
후인 1879년 등장한 ‘주프락시스코프(zoopraxiscope)’를
떠올리게 하는데, 프락시스코프에 ‘동물’을 뜻하는
접두사인 ‘zoo’를 붙인 건 다름 아닌 에드워드
머이브리지(Edward Muybridge)였다—주지하듯, 바로
전해인 1878년 그가 12대의 사진기를 가지고 공개해
충격을 준 ‘움직이는 말’의 연속사진은, 제리코(Théodore

Géricault)의 그림 <경마: 엡섬에서의 더비(Le Derby
d ’Epsom)>(1821)로 대표되던 대중의 상식, 즉 질주하는
말의 네 발은 허공에 동시에 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뒤엎어 버렸다. 책도 영화도 아니면서, 동시에 부분적으로
책이고 영화이기도 한 <부카니마>의 독특한 위상은—
책은 시간적으로 영화의 탄생에 선행하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주프락시스코프와 만드는 공명을
단순히 지나간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 이상의 것으로
만든다.

거대한 스프로켓(sprocket)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빛을
받은 그림자 이미지는 벽에 오롯하다.
후자는 분명히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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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놀이에서 VR 까지

‘오작동’으로 간주되는 이 내적인 괴리의 스펙터클을
단순히 ‘확장된 영화(expanded cinema)’라고 부르는

이렇게 끊길 듯 이어진 흥미로운 벡터의 연쇄는, 좁은

것은 기만에 가깝다. 그것은 확장의 궁극적 구심점이

의미의 ‘비디오아트’ 영역을 넘어 작동해온 보다 광범위한
벡터의 움직임과 연동하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그 지평의

‘왜, 혹은 여전히 영화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6) 이를 푸코가 얘기했던

함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고리가
되는 작품은 변재규의 <영화의 빛나는 밤>(2014)이다.

계보학적인 의미에서 찾건,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탈- 은폐(a-le-theia)의 맥락에서 바라보건, 혹은 들뢰즈가

위에서 언급한 <상영중> 전시에 회고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던 이 설치작업은, 영사기는 물론 이를 매개로

얘기했던 ‘탈주선(lignes de fuite)’이나 ‘탈-영토화(déterritorialization)’로 독해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상영되어야 할 필름 다발을 전시장 바닥에 어지럽게
풀어헤쳐 놓는다. 요소적인 차원에서는 영화적인 것(the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전통적인 의미의 ‘오작동’이라는
것이, 다른 차원의 ‘작동’ 방식일 수도 있다는 잠재성과

cinematic)5)을 형성할지 모르나 일반적인 의미의 영화
이미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 난장(亂場) 속에서도,

그것의 함의이기 때문이다.
김민선, 최문선을 멤버로 하는 미디어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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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김아영 <돌아와요
부산항에> 3채널 비디오 5분

2012
오른쪽 페이지
위 · 임민욱 <절반의 가능성>
2012_<올해의 작가상
2012>전 출품작. 임민욱은
남북한 양국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한 인물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슬픔에 가득
찬 이들의 모습에서 연극적
풍광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와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한다.
아래 · 한경우 <Projected
Specimen> 2014

그룹 뮌(Mioon)의 <이동식 놀이동산(Traveling
Funfair)>(2017)은 변재규가 열어 놓은 이 벡터를 다른

것은 권혜원의 2018년 개인전 <보이지 않는 영사 기사를
위한 매뉴얼>(탈영역우정국)이었다. “디지털로 전환된

방식으로 확장해 변주한 작업으로 기입될 만하다.

영상 매체를 ‘시네마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영상

2017년 여름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이들의 전시
<미완의 릴레이>에서 지하 전시장 전체를 통째로 메웠던
이 작품은, 있는 듯 없고 때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필요할 때면 사라지는 ‘공공 시스템’에 대한 은유로
간주되었다.7)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라지는 건, 그러한 은유를 말 그대로 ‘작동’시키는 것,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속도로 점멸하는 LED 조명들 속에서
25개에 달하는 각종 철제 구조물의 기계적인 움직임들이
부풀고 이지러지며 만드는 그림자놀이 그 자체,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의 미디어 계보학적인 위상이다.
물론 뮌의 작업 자체를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양의 그림자극(shadow play/shadow puppetry)
전통이나 서양의 손인형(hand puppets) 전통, 또는 영화를
가리키는 중국어 표현인 ‘전영(電影)’, 즉 ‘electric shadow/

매체를 영원히 과도기적인, 끊임없이 변화하는 매체로서
바라보며, 실현되지 않은 과거의 영상 기술에 대한 미래를
상상”9)한다는 전시 설명에 걸맞게, 이 전시는 작가가
이전까지의 작업에서 세공해온 궤적과 공명하면서도,10)
디스포지티프의 차원에서 영사 매체의 역사적 궤적과
당대적 입지를 보다 선명하게 다진다.
상영되는 이미지 파일의 종류와 프로젝터의
사양을 자막으로 강조하고(<보이지 않는 영사 기사를
위한 매뉴얼> 3채널 HD비디오 2018), 등대와 카메라
옵스큐라를 등치시키며(< The Projectionist> 8개의 램프,
회전장치, 프레넬 램프, 포지티프 필름 2018) “최후에는
파우더 형태로 변하는 질산염 필름”과 “녹색 섬광을
목격하면 진화하는 포켓몬 캐릭터 ‘루가루암’”을 플립북과

HD비디오, 해체한 아이폰5와 한 공간에 연동시킨
<녹색 광선>이 만드는 장치, 또는 ‘디스포지티프의 망’을
electric shadow play’의 의미망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공이라는 구조의 전체적 풍경은
통해, 우리는 이러한 영사 장치가 ‘재현’하는 ‘내용’에
얼핏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공공의 내부를 이루는 것들은
대한 관습적 집착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19세기의
실은 많은 의미에서 ‘오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8)는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에서 21세기의 극장 영화
작가의 언급을 ‘기원’으로 삼은 뒤, 이들의 작업이 ‘작가의
상영의 표준이 된 디지털 시네마 프로젝터에 이르기까지
의도와 독립적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이질성을 이미지를 상영하고 바라보며, 해석 또는 비판하는 ‘주체’인
그 ‘기원’으로 소급해 환원시키는 것과 같은 오류이기
영사 기사를 괄호 친 ‘디스포지티프의 역사’에 대해
때문이다.
음미하게 된다.
이렇게 ‘해당 작가들의 의도와 독립적’이라는
의미에서 변재규에서 뮌에게로 이어진 바통을 이어받은
‘장치’를 제거한 장치
물론 앞에서도 짧게 시사했듯, 이러한 환등상의 장치들은
반드시 과거에만 귀속되지 않는다. 엘콧은 VR이나 AR은
물론 홀로그램까지도 이러한 ‘환등상적인 디스포지티프’에
포함시키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의 미디어나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작업들 역시 우리가 살펴본
디스포지티프의 차원에서, 다시 말해 이미지와 우리의
실제 육체를 동일한 시공간 속에 연동시켜 작동시킨다는
지점에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더블 네거티브: 화이트
큐브에서 넷플릭스까지>(아르코미술관 2018) 전시장
정중앙에 설치되었던 강정석의 작품이나, 2014년 이후
5년 만인 작년에 재개된 <젊은 모색>(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포함된 안성석의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2019), 또는 많은 기대와 주목
속에 열린 김희천의 신작 전시인 <탱크>(아트선재센터
2019)를 떠올려보라. 이들의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개별
스크린상에서 전개되는 서사나 이미지 차원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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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 진기종 <CNN>
4채널 비디오(실시간), CCTV
카메라, LCD모니터, 혼합매체
가변크기 2007_진기종은
디오라마와 설치, 실시간
비디오를 활용한다. <CNN>은
9.11 테러를 재현한 설치
작업으로, 재난 상황을
편집하고 연출하는 미디어에
대해 폭로한다.
왼쪽 페이지
뮌 <Auditorium( Template
A~Z )>(부분) 캐비넷, 오브제,
조명, 모터 700×500×320cm

2014

퍼포머들 자체의 상하좌우가 이미 다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관람에 수반되는 어지러움은 후자에 수반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개 ‘최첨단의 테크놀로지’ 중 하나로 언급되지만,
VR만큼 오해와 오용 속에 방치된 디스포지티프도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말 거행된 이병수의 신작
전시 <이음새 없는 세계(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더레퍼런스)는 반드시 언급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시를 오해하는 첩경 중 하나는 이를 최첨단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물신주의적 사례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시장 지하의 가장 큰 공간에
배치된 VR 작업인 <당신의 눈앞에(Before Your Very
Eyes)>(2019)를 전시의 제목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식으로 이뤄진다.
즉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을 구현한 후자는
‘이음새 없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거나 물질 없는
비물질적 정보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오해만큼 동떨어진 것도 없다.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전시의 제목은 아이러니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신의 눈앞에>에 쓰인 VR
헤드셋에서부터 감지 가능했다. 이 작업이 VR 작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머리에 쓰고, 일종의 착탈식
테이핑을 통해 작동하는 대부분의 HMD(head-mounted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논의는 각각이 게임과

고정되어 있는 극장에서의 스크린 영사 방식과 달리, 폰과

핸드폰 앱, 물침대와 시뮬레이션이라는 ‘판타스마고릭한
디스포지티프’를 통해 관객 또는 주체를 (재)활성화시키는

스크린을 상하좌우로 이리저리 돌려가며 관람했다.

차원들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다.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화면의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9년 10월, 웹진 <춤:in>과
‘더 스트림’이 공동 기획한 <비디오 /스펙트럼/
댄스( Video/Spectrum/Dance)> 행사의 일환으로

사각형 공간에 배치된 퍼포머의 영상들 자체가 ‘땅을

엘리펀트스페이스에서 상영된 신이피의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 < XY-BR>(2016)은 흥미로운 사례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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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와 달리, <당신의 눈앞에>가 의존하는 VR 헤드셋은
기본적이다 못해 원시적이었다. 거기엔 아무런 끈이
없었다. 전시의 준비 단계에서 가진 사전 미팅에서 작가가
고백했듯이,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단순히 말해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수반되는데, 그것은
관객들이 거추장스러울 것이라 생각했던 일종의 ‘장치’를
제거한 이 ‘장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작가가 전시 기간 동안 직접 목격하고 여기에
지인들의 관찰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적지 않은 수의
관객들은 작품 초반에 계단 구조물에서 내려오곤 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작업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관객들은 문제의
플라톤 두상이 등장하기 전, 출렁이는 물결만이 재현되고
있다 생각하고는 그냥 내려와 버렸다.
여기서 역설적으로, 작가가 ‘거추장스럽다’고 간주해
제거했던 HMD, 아니 ‘끈’의 구속성이 중요해진다. 결론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말하자면, 이러한 구속성은 예를
들어 똑같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느냐, 아니면 자신의
랩탑이나 스마트폰에서 파일로 보느냐를 가르는 차이와
다르지 않다. 이는 한때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이러한 방식의 관람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작업이

딛고 선 퍼포머들의 퍼포먼스’라는 전제로부터 탈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업은, 한 편으로는
마이클 스노우(Michael Snow)가 특수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던 <중앙지역(La Région Centrale)>(1971)과 같은

만하다. 작가는 바닥에 앉거나 서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움직이는 퍼포머를 정면과 측면은 물론, 위와

실험영화의 전통과 연결된다. 물론 전투기 조종사들이

아래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뒤, 프레임의 중앙과

왼쪽으로 주기적으로 회전, ‘위와 아래’라는 촬영과 관람의

상하좌우, 4개의 모서리 등 화면 전면에 서로 다른 시간
축으로 분산시켜 배치했다. 나는 이 오디오비주얼 작품을

기본 축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스노우의 작업과 달리,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보고 들었는데, 바닥을 기준으로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가 화면 축을 바꾸어도, 배치된

조종간에서 경험하는 하늘처럼 화면 축이 오른쪽과

신이피의 영상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에 관객,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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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ler)와 같은 이들이 디지털을 통해 사라질 것이라
단언했던 미디어의 물질적 장애물들, 아니 장애물로서의
미디어 또는 매체라는 문제 설정을 재소환한다. 도입 초기,
그저 관객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장면으로 쉽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고안되었던 DVD와 영상 클립의
챕터 설정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작가(auteur)’로서의
영화감독들의 ‘편집’권과 권위를 뭉개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끈’의 구속성은
본질적인 것이었다.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도약
이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건, 작가가 이러한 물질적
구속성을 분명히 자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중구속(Double Bind)>이다. 여기에서 역시, 준비된
망원경 형태의 장치 안에서는 VR 작업이 상영되지만, 그
‘가상적’ 이미지는 해당 관람 장치는 물론, 바깥에서 해당
영상을 관람하는 관객의 육체와 정확하게 연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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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하태범 <Dance on
The City> 싱글채널 비디오
4분 20초 2011
오른쪽 페이지
위 · 오민 <마리나, 루카스,
그리고 나> 3채널 비디오,
6채널 오디오, 컬러 24분 20초

2014
왼쪽 아래 · 권혜원 <보이지
않는 영사기사를 위한 매뉴얼>
3채널 비디오 5분 57초
2018_19세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프로젝션 장치들과
이를 다루는 가상의 영사기사를
다룬다. ‘매뉴얼’이라는
텍스트를 차용하지만 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지시한다.
오른쪽 · 남화연 <유령 난초>
싱글채널 비디오 6분 53초
2015

방해를 받는다. 문제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라는

이를 5개의 디지털 프린트로 만들어 전시장 1층에 걸어

데에 있다. 두 개의 망원경형 VR 관람 장치가 180도로, 즉

놓았다는 점이다. <당신의 눈앞에>와 같은 전시의 핵심

두 명의 관객이 함께할 경우 서로를 마주 보는 형태로 붙어

작업조차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자리를 뜬 관객이 적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른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해당 작업이 <이중 구속> 안의

한 명 역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VR 영상 중 일부를 디지털 사진의 형태로 출력했다는 것을
파악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 것인가 의심해볼 수도
있다. 이는 해당 디지털 프린트들이 아래의 작업들 이후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즉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전에 ‘사진’의 일환으로 전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시의 소개가 모호했기 때문이라거나,
작가의 의도가 실패한 결과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눈앞에> 근처에 ‘헤드셋을 쓰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체가 나타날 것이니 그전에는 벗지 마시라’는
설명서가 있었다면 어떨까? 그것을 끝까지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때 우리가 위에서 논의했던 ‘끈’의
유무와 그에 따라 연동하는 ‘ VR 효과의 물질성’이라는
문제는 도드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음새 없는 세계(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라는 전시의 제목과 자신이 본 VR 영상을

이는 서치라이트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대상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이 디스포지티브 내부의 VR 작업과
흥미로운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현실 공간에 있는
관람객(들)의 육체가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VR 영상
자체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병수의 전시는 ‘이음새 없는
세계’는커녕, 세계 여기저기에 불거져 있는 물질적 이음새,
또는 솔기를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물질적 한계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은.
해당 VR 영상을 보다 보면 등장하는 문장이자 일종의
농담인 작업 <선을 넘으려면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착용하십시오(Buy and Wear better gear if you want

to cross the line)>(2019)을 통해 다시금 물질적으로
구현되었다. VR 영상 자체가 일종의 ‘ low-tech ’, 즉
최첨단이라기보다는 ‘보급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재미있는 건 작가가

‘이음새 없이’ 연결시키고 별다른 감흥 없이, 즉 ‘또
다른 VR 전시로군’이라는 생각을 되뇌며 자리를 떴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전시는 역설적으로 VR의 최첨단이
아니라 그것의 ‘보급형’ 테크놀로지의 구현을 통해 VR이
만들어내는 ‘도약(leap)’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당신의 눈앞에>의 정점이라 할 플라톤의 두상이
바다 표면에 떠 있다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순간을
생각해보자. 나는 이 지점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올랐던
철제 구조물 계단의 난간을 꼭 잡는 스스로를 의식했는데,
이는 아주 우스우면서도 두려움을 동반하는 경험이었다.
여기서 전자의 정동은 바로 옆 구석에 배치된 <우울한
렌더링> 영상을 볼 때 강화된다. 이에 반해 후자의 정동은,
만약 내가 쓰고 있던 헤드셋이 일반적인 HMD처럼
스트랩으로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다면 그리 강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소위
‘이음새 없는 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또 헤드셋을 쉽게 떼어낼 수 없는 VR 작업이라면,
관객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구조물 높이로 올라가는 설정 자체가 제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병수가 고안한 ‘착탈식

VR 헤드셋’은, 영상 속의 자신과 두상이 물에 잠기는
순간 관객이 구조물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의 느끼게 될
높이를 ‘몰입형 HMD’보다 역설적으로 더욱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전시장 초입에 배치되어 있으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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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이지
왼쪽 · 이병수 <이중구속>
VR장치, 철 구조물
100×50×150cm 2019
오른쪽 · 최윤 <시민의 숲>
HD 비디오 25분 2014~16_
<시민의 숲>은 요정을 만나는
가상의 여정을 담는다.
비의도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건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이루며 전개된다.
아래 · 변재규 <영화의 빛나는
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4

의미에서 전시장을 나서는 길에 (다시) 보게 될 <스크린
케이브>(2018)를 통해 일종의 수미쌍관을 이뤘다. 오래된

갖는 위상과 무게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이들이 따로
또 같이 소환하고 (재)활성화하는 과거와 최첨단의

모델의 수상기 안에서 세 명의 버추얼(virtual) 캐릭터가
스크린의 사각형 안에 갇힌 것처럼 돌아다닌다. 버추얼한

디스포지티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도상학이나 해석학적
방법론의 영역이 적절히 다루기 힘든 것들로서, 선형적인

대상 혹은 존재가 오래된 수상기라는, 물질적인 장애물을

발전론적 역사관이나 동서양의 본질을 나누어 구분하는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이 단순한 작업은 우리가

방식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비디오아트’는커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VR의 효과 자체가 물질적인

‘비디오’라는 개념의 물질성 자체가 프락시스코프나

이음새의 부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도드라짐을

보급형 VR처럼 시간의 풍화 작용 속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통해 강화되거나 구현된다는 역설을 효과적으로

지금, 새로운 지도 그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웅변한다.
몽유도원도, 동양적 환등상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인
것이 아닐까? 언제 어디서건 따라붙는 이러한
‘신토불이(身土不二)’의 강박을 퇴치하는 차원에서,
내가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시간마다 드는 사례가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1447 )다. 나는 이
유명한 그림을 ‘해석’하기 전에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더 단순하게 이 직사각형 이미지의 4개 꼭짓점들 중
어디서부터 보아야 하느냐고 묻는데, 종종 동양미술사
수업을 들었거나 전공한 학생들은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라고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왜 그러한 사선 방향,
또는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도 읽히는 <몽유도원도>의
역방향 시선 운동이 정답이냐고 물으면 대개 멍한 표정이
이어질 뿐이다.
우리의 미디어 계보학적 단서는 <몽유도원도>가
두루마리(scroll) 그림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대개
구글링을 통해 다운받아 보는 대부분의 <몽유도원도>
이미지는 말려 있던 두루마리가 펼쳐진 상태의
것으로, 말려 있던 두루마리를 펼칠 때 드러나는
이러한 ‘종점(termination)’의 전경은 두루마리로 말린
‘출발점’, 즉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계도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긴 원통형의 상태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몽유도원도>를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혹은 그 반대로 거슬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두루마리라는 동양적 계보의 ‘장치 이미지(dispositif

1) 둘 사이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Simon Ganahl,
“From Media Archaeology to Media Genealogy: An Interview with Erkki
Huhtamo”, Le foucaldien 2/1 (2016).
2) 이 글은 현재 논문과 책의 형태로 준비 중인 심층적 논의의 정지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 지난 10여 년, 더 길게는 20여 년간 작동해온 한국 오디오비주얼 이미지의
계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밑그림들 중 하나다.
3) Noam M. Elcott, “ The Phantasmagoric Dispositif: An Assembly of Bodies
and Images in Real Time and Space”, Grey Room no. 62 ( Winter 2016), p.46.
4) cf. Alan Cholodenko, “ The Animation of Cinema”, The Semiotic Review of
Books 18.2 (2008), p.1.
5) cf. David Campany (ed.), The Cinematic , Whitechapel: MIT Press, 2007.
6) 이는 한국을 비롯한 영미권 전반의 이른바 ‘확장’ 논의들이 자신의 현대적
기원으로 삼는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논문 「확장된 조각의 장(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에도 똑같이 제기되어야만 하는, 하지만 좀처럼 제기되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다. 즉 ’그렇게 확장된 것의 중심은 왜,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각’이라 부르던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말이다.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은 확장되기 이전에 ‘조각’이라 불리던 것과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왜 여전히 ‘조각’이라 불릴 수 있는가? 또는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어야만 하는가? 그 두 ‘조각’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이는 그레마스의
사각형을 통해 크라우스가 분류하는 4개의 면을 중심으로 , 대개 ‘공간적 기획’으로
간주되는 이 논문에 내재하는 ‘시간적 차원’의 함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cf. Rosalind Krauss, “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 October Vol. 8.
(Spring, 1979), pp. 30-44.
7 ) cf. 유혜인, 「공공(公共)의 수사학」 , 『미술세계』 392 호 2017년 7월, http://
www.mise1984.com/magazine?article=1480; 「놀이동산 온 듯한 전시관,
아르코 미술관 ‘뮌 MIOON ’ 전 (7.9까지) 작가인터뷰: ‘미완’을 표현하는 완성된 듀오
미디어 아티스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5.30. https://blog.naver.com/jump_
arko/221017679272
8)아티스트 그룹 뮌 「놀이동산에서 묻다, 공공이란 무엇인가」 , 『뉴시스』 , 2017년
5월 25일, https://www.news1.kr/articles/?3003567
9) http://ujeongguk.com/invisible-projectionist/
10) 예를 들어 2017년 작업인 <모르는 노래>(2017 )는 가수 이난영이 1939년 녹음한
블루스 곡 ‘다방의 푸른 꿈’에 침전된 다층적인 역사의 지층들을 사운드와 의상
차원의 변주를 통해 드러내는데, 공중에 매달린 미러볼처럼 부유하면서 시대별로
의상이 바뀌는 여성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는 이 세로 이미지 작업은, 백인의
노예로 살았던 미국 흑인의 울분과 회한을 먹고 자란 블루스가 일본에서 사교댄스의
무대 음악으로 번안되고 , 그것이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인을 통해 불리는
아이러니한 궤적을—2016년 런칭해 2017년 윤종신의 ‘좋니’가 히트를 치면서 자리를
확고히 한 딩고의 ‘세로 라이브’ 인터페이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
‘세로 화면’을 통해 전경화한다.

image)’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 그것이 시각적
대상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해당 작업을 바라보는 이른바
‘동양적 주체’로서 우리를 구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짧게 살펴본 일련의 작업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비디오아트’의 영역을 넘어서지만,
단순히 ‘설치작업’에 귀속시키기에는 영상적인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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