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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섭￼vs￼진기종
-￼기술미학연구회

기술미학연구회는 한국 미디어아트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 상이한 두 시공간을 넘나들며 이들이 활동하고, 존재

통한 담론의 재구성과,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며, 상호 접촉하는 지점을 탐구합니다. 미디어 아티스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11월 26일(수), 제 1회 기술

트 진기종은 TV라는 가장 대중적인 소재를 이용해 내용

미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을 편집, 구성하는 방송국의 일방적 소통과 조작, 그리고

정흥섭과 진기종이 참여하여 그들의 작업과정과 작업을

그 사이에 실재하는 현실과 가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소개하며, 큐레이터․에디터와의 대담과 관객들과의 토론

있습니다.

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흥섭과 진기종은 ‘가상성virtuality’이라는 공유지점을

포럼 일정

가지고 각기 다른 상상력으로 리얼리티reality에 대한 시

15:00 ~ 15:20 포럼 소개 : 진중권(문화 평론가)

지각의 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두

15:20 ~ 15:40 발표① 작가 statement 발표 : 진기종(미디어

작가의 세계의 재현방법과 시각 충돌의 지점을 확인하고,

아티스트)

그 맥락을 통해 현실과 가상, 두 리얼리티를 살고 있는 우

15:40 ~ 16:00 발표② 유원준(앨리스온 디렉터)

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00 ~ 16:20 발표③ 작가 statement 발표 : 정흥섭(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아티스트 정흥섭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16:20 ~ 16:40 발표④ 김상우(독립 큐레이터)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무작위적 선택하여

16:40 ~ 17:00 휴 식

A4용지로 출력하고 이것을 3차원 오브제로 만들고 있습

17:00 ~ 18:00 작가와의 대담 : 사회 진중권

니다. 그는 온라인 이미지를 오프라인으로 로딩loading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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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사진에 대한 관념에 알게
모르게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1930년대에 발터 베

정 없이도 이미지의 의미를 얼마든지 탈(脫)맥락화 할 수 있다.
프레임은 추상이다. 그것은 시간적 연속에서 하나의 순간을,

냐민이 사진이라는 매체에 주목했을 때, 사진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여주는 기술로 여겨졌었
다. 영화의 몽타주 언어 역시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현실을 분
석적으로 해부하는 날카로운 시각을 발달시켜주고, ‘지금, 여
기’의 제약을 초월해 체험을 확장시켜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간적 연장에서 하나의 단면을 떼어낸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과 더불어 사진은 이미 지표성(indexicality)을 잃어 버렸다. 사진
은 복제 이미지에서 생성, 혹은 합성 이미지로 존재론적 위상
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진을 더 이상 현실의 증언으로 보는
것은 힘들어졌다.

그때 영화와 사진이라는 복제매체는 인간을 원본의 지각보다
더 현실에 가깝게 데려다 주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미디어 발
전의 어느 시점에 이 매개된(mediated) 체험은 서서히 그 진정
성을 의심받게 된다.
1950년대에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체험

귄터 안더스는 이미 TV 생중계와 더불어 복제 이미지에 인식
론적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
원상(Bild)과 모상(Nachbild)사이에 존재하던 시간의 차이마저
사라지면, 모상은 대중의 의식 속에서 그대로 원상으로 받아들
여지게 된다. 복제가 곧 현실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아예 지표

은 방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의 세계 체험은
미디어에 매개된 것으로 변하여, 매개되지 않은 것은 아예 사
회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소한(trivial)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현실 자체가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 속에서 귄터 안
더스는 이 매개된 체험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그의 말에 따르

성 자체가 없는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 거기에 현실과 일치하
라는 인식론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가령 CG
는 그 본성이 사진이 아니라 만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물
론 가상과 현실,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플라톤적 문제의식이
성립할 논리적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 우리가 흔히 ‘사실’(fact)라 부르는 것의 어원은 ‘만들어진
것’(factum)이라는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우리의
것은 이미 ‘팬텀과 매트릭스’의 세계이며, 그 안에서는 사실 자
체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 현실 자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가상을 불신하는가?” 미디어 철학자 빌렘 플루서
는 ‘디지털 가상’이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이렇게 묻는다. 이 물
음에 대한 전형적 답변은 귄터 안더스의 비관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가상을 불신하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존재
론적으로 열등하며, 인식론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 지
점에서 플루서는 가상의 불신자들을 향해 매우 도발적인 질문
을 던진다. “그렇다면 가상만 거짓말을 하는가?” 이로써 그는
가상을 설명하는 플라톤적 패러다임의 전복을 시도한다. 한 마
디로, ‘주어진 것’(datum)이 이미 ‘만들어진 것’(factum)으로 대체
된 세계에서는 가상의 지위도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거로 보낸다. 아날로그 복제 이미지의 원천이 이렇게 과거(“우
리 현실”)에 있다면, 디지털 합성 이미지의 원천은 미래(“다른
현실”)에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열등한 재현이 아니라, 앞
으로 도래할 미래의 사실적 재현이다. 여기서 이미지를 설명하
는 철학적 준거는 플라톤에서 니체주의로 이행한다.

이다.

가상현실에서 현실가상으로
다시 플루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현실은 과연 얼마나 현
실적인 것일까?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위대한 철학자들
은 ‘현실 자체가 가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했
다. 그의 말대로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현실이란 한

복제에서 합성의 리얼리즘으로
오늘날 현실 자체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복제된 영상의 존재론적 지위다. 수공으로 제
작된 회화와 달리, 사진은 그 놀라운 사실성 때문에 ‘현실’의 대

갓 가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정신의 눈으로 보아야 할 진
정한 실재는 이데아 세계라고 보았다. 플라톤과 철학적 대척점
에 서 있었던 데모크리투스 역시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현실은
한갓 가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진정한 실재는
원자들의 배열이었다. 서로 대립되는 철학의 두 가지 위대한

명사로 여겨져 왔다. 사진의 공신력은 아마도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짧은 순간 동안에는 인간의 개입이 완벽히 배제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리얼리즘’은 현실의 리
얼리즘이 아니라 ‘사진의 리얼리즘’(photorealism)이다. 어떤 의
미에서 우리는 원본보다 복제를 더 신뢰한다. 가령 사건의 현
장을 찍은 사진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이의 증언보다 더 참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기계에는 의지가 없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모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인간의 손(mani)을 배제한다는 이유
에서 사진이라는 매체는 조작(manipulation)의 가능성을 배제하
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사진은 이미 찍기 전에 연출
을 할 수 있고, 찍은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연출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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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의 언어>에서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이미지의 리
얼리즘은 과거의 리얼리즘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합성 이미지는 우리 현실을 열등하게 재
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사
진으로 찍히는 순간 현재는 과거가 된다. 사진은 피사체를 과

전통, 즉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표자가 모두 현실을 감각에 나
타난 가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플루서는 가상과 현실의 질적 차이를 입자들이 분포하는 ‘밀
도’의 양적 차이로 환원시킨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그 차이
는 점점 좁아질 것이며, 언젠가 그 차이가 궁극적으로 극복되
면 가상이 곧 현실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측한다. 그때가
되면 “가상은 현실만큼 실재적일 것이며, 현실은 가상만큼 유
령스러워질 것이다.” 오늘날 테크놀로지는 존재의 생성단위와
기술적 조작단위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나노, 뉴런, 유
전자, 픽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조작은 이미 있는 자
연의 모방이 아니라 아직 없는 자연의 창조에 가까워진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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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원본이 되고, 가상은 현실이 된다. 가상은 더 이상 존재론
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어느새 ‘현실가상’(real virtuality)이
되고 있다. 이는 가상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관념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플라톤주의 관념 속에서 ‘virtuality’의 개
념적 상관자는 ‘reality’로 상정된다. 거기서 가상은 이미 존재하
는 현실에 대한 불충분한 대체물로서, 현실을 닮았으나 현실은

재로, 때로는 실재를 허구로 지각하면서 기꺼이 실재도 아니고
허구도 아닌 제3의 존재층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진기종의 작
업에서 우리는 이 미디어적 판단중지(epoche)의 태도를 본다.
가상의 업로딩
“사진에 찍히는 순간 현재는 과거가 된다.” 정흥섭은 사물과

아니라는 이유에서 존재론적 의혹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하지
만 세계 자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시대에 가상은 미리 존재하는 현실을 자신의
원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원천은 플루서가 말
하는 “대안적 세계”, 다시 말하면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 있다.

이미지의 결별을 아쉬워한다. 그의 트롱프뢰유 작업에서 이미
지는 사물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원상(Bild)과 모상
(Nachbild)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
품에서 원상과 모상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윤곽 안에 공존한
다. 원본과 복제 사이에 존재하던 시간차가 극복될 때 가상은

디지털 이미지는 과거의 모상이 아니라 미래의 기획이다. 가상
의 존재를 의심하는 플라톤주의는 여기서 가상의 생성을 긍정
한 니체주의로 이행한다. 니체주의 관념은 virtuality을 아마도
그것의 어원인 ‘virtus’와 관련시켜 이해할 것이다. 이 라틴어 낱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arethe’는 어떤 존재가 자신의 잠재력

곧 현실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사물에 덧붙여진 이미지는
그 사물을 시각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현실로 나타나는 가상, 다
시 말하면 일종의 도플갱어와 같은 존재가 된다. 안더스는 TV
영상을 유령(Phantom)이라 불렀고, 플루서 역시 디지털 시대의
현실이 유령스러워질 것이라 예언했다.

을 남김없이 실현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디지털 이미
지는 그 어원에 맞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열등하게 재현하는
‘가상성’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실현시켜야 할 ‘잠재
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경우 ‘virtuality'의 개념적 상관자
는 아마도 'actuality'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것은 이미 realityvirtuality-actuality가 어지럽게 뒤섞인 혼합현실이다.

‘트레인’에서 정흥섭은 매우 독특한 전략을 구사한다. 원래 시
간적 차이가 없는 영상을 1초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보여줄 때,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공간이 탄생한다. 관객은 두
개의 영상이 끝날 때쯤에야 비로소 그것이 두 개의 다른 공간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영상이었음을 깨닫게

미디어적 에포케
진기종의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귄터 안더스처럼 TV 영상의
가상성을 폭로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만약 그랬다면, 그의 작
업은 주제의 평범함 속에 갇혀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TV 속

된다. 앞의 작업이 원상과 모상 사이의 시간차를 없애는 방식
이었다면, ‘트레인’은 1초의 시간차를 둠으로써 하나의 영상을
각각 다른 장소를 보여주는 두 개의 영상으로 제시한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이 1초의 시간차를 통해 원상은 유령이, 다시 말
하면 자기 자신의 도플갱어가 된다.

가상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그는 황우석
연구의 진정성을 믿으며, 그의 사기극을 폭로한 미디어의 배후
에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그는 미디어가 거짓말을
할 때는 그것을 믿고, 미디어가 참말을 할 때는 그것을 불신하
는 역설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그는 달 착륙이 나사와 할리우
드의 연출이었다는 음모론에 끌리고,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
한 ‘사기멘타리’임을 알면서도 다큐멘터리 채널을 즐겨 본다.
‘온 에어’에 등장하는 것은 CNN, 알자지라, YTN이라는 보도
채널, 그리고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히스토리채널과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이다.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보도와 다큐
멘터리 채널은 일반적으로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프
로그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미디어의 사실(fact)이 결국 만들
어진 것(factum)에 불과하다는 귄터 안더스의 말처럼, 진기종의
방송에서 관객이 보는 ‘사실’은 글자 그대로 일부러 조잡하게
만든 미니어처에 불과하다. 하지만 작가는 결코 계몽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오늘날 매체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이중적이
어서, 그것의 허구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거기에 몰입하려 하는
특성이 있다.
오늘날의 대중은 더 이상 ‘미디어에 몰입하는 것’과 ‘그것의 매
개성을 의식하는 것’ 사이에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오늘날 ‘메
이킹 오브’에 대한 취향은 미디어의 대상적 층위와 메타적 층
위를 넘나드는 대중의 이 이중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사실에
픽션을 섞은 팩션은 이미 대중의 취향이 되었다. 대중은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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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그것이 실재하는지, 아니면 허구적인지 굳이 가리려 하
지 않는다. 이 존재론적 중립 속에서 대중은 때로는 허구를 실

진기종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피사체를 연출한다면, 디지털 이
미지를 사용하는 정흥섭은 피사체의 존재에 큰 의미를 부여하
지 않는다. 그가 웹에서 발견한 이미지들은 컴퓨터 게임의 캐
릭터처럼 아예 피사체가 없거나, 시뮬라크르의 자전 속에서 피
사체와의 연관이 끊어진 것들이다. 일단 디지털로 변환되어 웹
에 올라온 이상, 피사체를 가진 사진과 피사체가 없는 그래픽
사이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오상의 사진 조각이 모델을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이루어진다면, 정흥섭의 재료는 순수한
시뮬라크르들이다. 확대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해상도와 얼기
설기 찢어 붙인 균열의 선을 허옇게 드러낸 채, 그는 이 시뮬라
크르들을 현실에 등록시키려 한다.
실재는 얼마나 실재적이며, 가상은 얼마나 가상적인가? 각 시
대는 제 나름대로 현실을 정의해 왔다. 고대인들에게 참된 실
재는 이데아 세계에 있었고, 중세인들은 천상의 세계를 진정한
실재로 보았다. 근대인들에게 참된 실재가 의식의 아프리오리
한 형식으로 여겨졌다면, 데모크리투스의 후예인 현대의 과학
자들은 실재를 아마도 ‘미립자들의 확률적 분포상태’로 규정할
것이다. 가상의 제작이 손에서 기계로, 기계에서 전자로, 그것
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대한 예술
가들의 느낌도 변해왔다. 현실과 가상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
두 세계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은 미디어 예술의 근본
문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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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 'Haut Ecole d’Art et design de Genève' 스위스 제네바 고등예술학교
- 미디어아트 포스트학위
2001-2006 '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t de Nancy' 프랑스 낭시 국립고등예술학교
- 국립고등조형예술학위_심사위원 최고점수(수석)
- 국립조형예술학위_심사위원 최고점수(수석)
1994-2000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개 인 전
2008 'Loading⋯’ 25 april - 25 may, 대안공간루프, 서울
'Forme-Format’_정흥섭 / Victor Rares' 17 - 30 june, Galerie Neuf, 프랑스 낭시

단 체 전
2008 ‘청계예술축제_미디어아트쇼’ 3 – 5 october, 서울
'CINE FORUM 4 : DIGITAL PORTFOLIO' 29 may - 4 july,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07 '10회 국제 이스탄불 비엔날레-NIGHTCOMERS' 8 september-4 november, 터키 이스탄불
'TRUE STORIES' 23 may - 24 june, 아테네 미술관, 스위스 제네
'아트바젤 비영리전_MULOUSE 007' 9 - 13 june, 프랑스 뮬르즈 박람회장
'REALITY STRIKES BACK' 27 april - 27 may, Baumwollspinnerei, 독일 라이프치히
2006 '보이는것과 보이지 않는 것' 18 march - 18 april, 프랑스 낭시
2005 'APPARTEMENT' 7 - 13 december, 프랑스 낭시미술관
2004 'Le Signal-국제 영상 페스티발' 20-25 january, 프랑스 비아리츠
2003 'NANCY Aye Aye Film Festival' 프랑스 낭시
'13th international biennale d’image de Nancy' 26 april - 5 may, 프랑스 낭시
'ART shop' 22-31 january, Galerie University Paris 8, 프랑스 파리

CONCOUR
2008 대안공간루프 2008 신진작가 공모전 당선
2007 10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 프로젝트 nightcomers 공모 당선
아트바젤 비영리전 - Mulhouse007 공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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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에￼관한￼모든￼것을￼알기를￼원한
다면,￼바로￼내￼그림들과￼영화들과￼나의￼표
면을￼봐라.￼거기에￼내가￼있다.￼그￼배후에
는￼아무￼것도￼없다”
Andy Warhol

(왼쪽)
FIFA2008, 2008 / paper sculpture / 500 x 1100 x 150
(아래)
CALL OF DUTY2 2008 / installation : paper sculpture,
computer_video game'call of duty2 / 600 x 600 x 300 /

디지털 스투디움의 미학 1/2

그 파열의 순간을 기록하며: 작가 정흥섭
- 유원준 (미디어아트채널 aliceon 편집장)

“앤디 워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그림
들과 영화들과 나의 표면을 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그 배후에

위와 같은 워홀의 언급은, 일견 당시의 팝 이미지들에 대한 분
석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하지만, 또한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들

는 아무 것도 없다” : Andy Warhol

리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욱 유용한가? 라는
질문을 무색하게 만든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워홀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미지가 지닌 외상적 실재를 이용하여
그것을 고정시키고, 가리고, 다시 그것을 생산하는 일련의 작
업을 반복하며, 이미지에 의해 건드려진 주체의 지각과 의식

토마스 크로우(Thomas Crow)는 워홀(Warhol)의 전기 의자 이
미지들로 구성된 작품을 마주하며 그를 사형 제도에 반대하
는, 또한 미국적 상처에 주목하는 작가로서 분석하였다. 이러
한 그의 분석은 당시의 팝 아트, 그리고 워홀에 대한 일반적 분
석 – 대상을 탈 상징화하는 것 – 과는 노선을 달리한다. 그러나
워홀은 위의 언급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을 잇는다.
Thomas Crow, “Saturday disasters: Trace and Reference in Early
Warhol,”, in Serge Guilbaut, ed., Reconstructing Modernism,
Cambridge: MIT Press, 1990, 313,317
“죽음 연작을 하는 데에 대한 심오한 이유란 없었으며, 그들이
시대의 희생자였던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하는 데에
대한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표면적인 이유밖에는 없었
다.” : Andy Warhol Gretchen Berg, “Andy: My True Story,” Los Angeles
Free Press, March 17, 19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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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파열을 발생시켰던 듯 하다. 헬 포스터는 이러한 그
의 시도들을 ‘외상적 리얼리즘’의 특성으로 간주한다. Hal
Poster, 이영욱·조주연·최연희 역, <실재의 귀환 The Return of
the Real>,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198~200p 참조.
글의 서두에서 워홀과 그의 작품 분석(헬 포스터 등의)을 소개
하는 이유는 오늘 만나볼 작가 정흥섭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
은 논의의 전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흥섭은 가상의
이미지들을 출력하여 현실에서 이어붙이기를 시도한다. 이러
한 그의 작업의 과정은 ‘현실을 반영하는 가상적 이미지의 포
착 -> 가상적 이미지의 출력 -> 현실을 구성하는 가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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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투디움의￼미학
그￼파열의￼순간을￼기록하며
유원준 (미디어아트채널 aliceon 편집장)

구축’ 이라는 도식에 따라 위와 같은 외상적 리얼리즘의 흔적
을 드러내는 듯 하다. 즉, 그는 가상으로 점철된 현실의 이미지

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이미지들의 이상향이 현실 세계에 근거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듯 하다. 따라서 그의 작업에서 허구

를 오리고 접고 붙여서 다시 그러한 가상을 재조합하는 행위
를 통해 우리의 실재적 현실을 직시하고 가상 자체를 현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작업 과정은 실재 그 지시 대상
이 예전 사진 이미지가 내포한 도상학적 주제 내지는 세상 속
의 실재 사물과의 관계성이 모호한 지점에서 과거의 접근과는

적 이미지들이 실재를 구성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아직
도 여전히 무게감 없게 소모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분명, 디지털이 만들어낸 원
본없는 이미지의 세계가 또 다른 포인트를 작가에게 제공한
셈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태생적으로 모호한 자기 지시성을
내포한다. 분명 현실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임
에는 분명한데, 복제와 조합을 반복하다보면 원래의 원본 개
념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담긴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다. 우
리 주변의 이미지들도 어느덧 이러한 이중적인 차원의 전략으
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정흥섭은 우리 주변의 ‘익숙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
변의 이미지들을 포섭하여 자신이 그려내는 가상-실재의 모
호한 경계선 위에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작가 개인 블로그
http://heungsup.tistory.com/ 참조. 이러한 지점에서 피에르 레
비(Pierre levy)의 가상과 실재에 관한 논의를 떠올려보자. 레비
는 가상과 실재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존재의 다른 방식이
라고 언급하며,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존재의 단조로움 속에
의미를 부여한다. Pierre Levy, 전재연 역, <디지털 시대의 가상
현실>, 궁리출판, 2002, 20~24p 참조. 정흥섭의 이미지 또한,
이러한 레비의 언급과 가상과 실재의 중첩된 부분을 제시함에
있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가 포착한 가상의 이
미지들은 현실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변환되어
실재 세계 속으로 투영되는 것이며, 그가 조합한 가상의 이미
지들은 현실화된 가상성으로서 실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 정흥섭은 ‘가상화’ 자체가 현실을 창조하는 하나
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제시될 때 발생하는 이미지의 피상성에
서 일종의 연민을 느끼는 듯 하다. 그의 작업 <project 2006
‘self-camera’>를 살펴보자. 사이버 세상 속의 떠도는 이미지들
은 현실에 바탕을 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상적이다. 작가는 지시적인 깊이의 부족과 주관적 내면성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 이미지의 얕은 피상성들을 여실하게 드러
내고 있다. 보드리야르가 팝 아트의 특성을 분석하며 대상이
지닌 의미로부터 시뮬라크라한 표면에로 이미지를 해방시키
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면, 정흥섭은 그러한 이미지의 해방에
의해 소외된 현실과의 연계성과 자기지시성의 부재를 떠올리
게 만든다. 이러한 그의 전략은 얇은 종이로 된 출력물을 통해
가시화되며, 숨겨진 외상적 실재를 드러내기 위한 찢어 붙힌
이미지로서 표출된다. 이러한 그의 작업 속에 등장하는 이미
지들을 살펴보자. 그가 포착한 이미지들은 우리의 환경 속으
로 가상적 이미지의 침투가 얼마만큼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화면 속의 (현재까지의) 평면적 이미지들은 우
리의 뇌를 세뇌시켜 차원의 벽을 넘어 인식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가볍고 허구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작가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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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의 작업 속에 감추어진 하나의 전략을 살펴보자. 정흥
섭은 디지털 매체의 미덕이라 볼 수 있는 자기 복제성을 과거
의 인쇄 매체 속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 세계를 작가는 모더니즘 회화에서 사용
되었던 일종의 토톨로지(동어반복)적 구조로서 이해한다.
Tautology (logic), a statement of propositional logic which holds
for all truth values of its atomic propositions / Tautology
(rhetoric), use of redundant languag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즉, 그에게 있어 가상과 실재는 하나의 진리에 대
한 토톨로지적 구조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존재하며, 전략적으
로 인쇄 매체의 복제성을 빌어 표현한다. <FIFA 2005>, <윤두
서> 등의 작품들에서 관찰되는 거칠게 조합된 인쇄 매체들의
얇은 표면성은 외상적 실재의 한 양상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은 라깡의 ‘투셰(tuche)’ 혹은 ‘바르트의 푼
크툼(punctum)’으로 설명되는 주체의 지각과 의식 사이의 파
열의 순간을 가시화한다.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는 무수
한 사진 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기호들에 의해 길들이기에
가까운 ‘평균’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를 라틴
어인 ‘스투디움(studium)’이라는 말로서 표현한다. 또한 이러한
스투디움을 깨뜨리기 위한 예리한 점(點)들로서 ‘푼크툼
(punctum)’이란 단어를 제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
조하기 바람. Roland Barthes, 조광희·한정식 역, <카메라 루시
다>, 열화당, 1998, pp.34~ 35 다만, 그의 작품에서의 보여지는
차별적 지점은 그러한 개념들이 주체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객체로서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또한 작품의 몸체를 구성하는 가상적 이미
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스로의 의식 파열 순간들을 드러내
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꿈이 실재로 넘어오는 순간 소멸한다는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디지털 이미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가
상적 오브제들은 스스로의 이상향인 실재에 발을 딛는 순간,
스스로의 피상성에 의해 파열되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작가
정흥섭은 디지털화 된 스투디움의 상태들을 깨트리는, 혹은
스스로 파열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제시함으로서 자신도 모르
게 설득되고 마는 우리의 가상적 현실을 반추한다. 그러나 ‘디
지털로 도배된 현실의 가상화는 과연 그렇게 파열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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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 Ki-jong
진기종
진기종_Zin Ki-jong
1981 대한민국 춘천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 작업

학

력

B.F.A 경원대학교

개인전
2008 아라리오 서울, 서울

단체전
2009 <Bad boys, here and now>, 경기도립미술관
Santral Istanbul Museum, Istanbul, Turkey
Headline, Gallery Grand Siecle, Taiwan
Biennale Cuvee, OK Centre, Linz, Austria
2008 Turn and Widen, 제 5회 서울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Modest Monument: Contemporary Art from Korea, King’s Lynn Arts Centre, UK
Extended Senses: Present of Korea/Japan Media Art, NTT Inter Communication
Center (ICC), Tokyo, Japan
Extended Senses: Present of Korea/Japan Media Art,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07 Up-and-Comers, 금호미술관, 서울
Open Video Library Event, MIACA, Yokohama, Japan
Thermocline of Art,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Germany
LAN to ASIA, Zaim Museum, Yokohama, Japan
2006 Young Artists; Art Omi Program, 금호미술관, 서울
Drawing Lines; 오프닝 이벤트, 서울 올림픽 미술관(현 소마미술관), 서울
Korean Young Artists, 과천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R U logged on?^^; 쌈지스페이스, 서울
Yeol, 인사 아트 스페이스, 서울
Young Artists Upgrade Project, 인사 아트 스페이스, 서울
Circuit Diagram, 성원 아트 센터, 서울
2005 Project I, 아트센터 나비, 서울
ost IMF, Art Ark Gallery, Shanghai, China
2004 Stream, 경기 아트 센터, 수원
Move Around/Dive Deep; Korea-China-Japan, 한국
Hangul Dada, 쌈지 스페이스
In-Situ, 서대문 교도소,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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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도,￼ 상상도,￼ 현실적인￼
상상도,￼상상할￼ 수￼ 있는￼ 현
실도￼ 모두￼ 마치￼ 동일한￼ 존
재론적￼ 질서￼ 속에￼ 있는￼ 것
처럼￼ 제시되므로,￼ 그￼ 결과￼
사건의￼ 이미지￼ 참조기능이￼
퇴색한다.”
white

(좌로부터 순서대료)
Astronaut_Spaceman, 2007, Metalic
silver, 46.67 x 70 cm
CNN, 2007, 4 channel Video
inatallation (Real Time), varied size

매체작업에 관한 단상

이미지나라의 미디어키드의 진부한 모험
- 김상우 (미학)

1. 몇 년 전 황우석 사건은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제
는 아련하기까지 하지만, 사건이 남긴 상처는 매우 깊었다. 불
치병 환자들은 치료할 희망을 꺾었고, 생명공학 분야는 발전
의 탄력을 잃었고, 과학계는 조작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뒤에
서 지원했던 국가도 망신살이 단단히 뻗혔다. 거짓된 공상에
속아 넘어가, 엄청난 예산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들
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과학을 보았고, 미래와
희망까지 잇달아 꿈꾸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1970년
대 <대한늬우스>에 훈훈하게 등장함직한 희망찬 한국의 드
라마였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주인공 황우석의 치명적
인 과오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상황은 급변했다. 살인사건만
없었지 어지간한 스릴러를 능가하는 장면들이 솟구쳤다. 장르
도 불분명한 B급 영화 저리가라였다. 가관은 신문과 방송이었
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날이면 날마다 말
과 영상을 쏟아냈다. 초기에는 황우석 복음을 전파하던 열렬
한 사도였다가, 나중에는 태도를 바꿔 황우석 사기를 파헤치
는 형사로 자처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었다. 매체들
은 자신도 속았다고 말한다.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일류과학
자도 넘어가는 판에, 이류언론인이 무엇을 알겠는가. 하지만
그들의 시장감각만큼은 인류였다. 무엇이 잘 팔리는 담론인
지, 어떻게 각색하고 연출해야 대중의 구미에 먹히는지, 잘 알
고 있었다. 그들은 선무당이 놀만한 굿판을 멋대로 만들고 나
서, 장사가 안 되자 법정으로 무대를 바꿔 희생양 색출에 전념
했다. 그것도 자신도 피해자처럼 행세하면서 말이다.
2. 진정한 피해자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리’다. 매체는
진리를 포기함으로써 허약한 자신의 기반조차 팽개쳐 버렸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저 옛날 맥루한이 지적한 ‘전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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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가. 문제는 모두가 알아버렸다는 것이다. 진리의 믿음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당연히 모든 담론에 종교의
흔적이 미치게 된다. 황우석 사건을 생각해 보라. 거짓과 사기
로 판명됐지만, 그를 신처럼 숭배하는 무리는 여전하다. 종교
는 세상을 이해하고 오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 않는가.
하지만 값비싼 대가는 치러야 했다. 대타자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근대주체의 여론이라 불렸던 ‘공론장’으로 부르
든, 대중의 정체성을 손질하던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 부르
든,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보증하며, 믿
음의 토대를 구축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가상은 본질
에 본질적이다.”(헤겔) 가상일지라도, 토대는 있어야 했다. 더
구나, 균열이 일어났음에도, 현실로 가는 구멍은 열리지 않았
다. 구멍 대신에 진리를 빨아 먹은 매체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
한다. “대타자 대신 우리는 수많은 ‘소타자들’, 다시 말해 우리
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소부족들 얻게 된 것이다.”(지젝)
게다가 이제는 디지털이다. 매체들은 신형엔진을 달고서, 더
욱 두텁게 현실을 둘러쌓았고, 주체는 쏟아져 나오는 온갖 기
호와 정보들 때문에, 정보비만아로 추락한다. 그들은 사유하
지 않는다. 대신에 매체의 폐쇄회로 속에서만 발효된 정보를
꾸역꾸역 먹기만 한다. 세계는 이미지들로 축소되고, 주체는
감각적 존재로 전락한다. 세계나 주체나 깊이 없이 납작하게
짓눌린다. “깊이없음은 은유적인 것만은 아니다.”(제임슨) 이
것들이 진기종의 <방송중On Air>(2007)을 둘러싸는 맥락이
다. 축소된 세계, 납작한 주체, 매체라는 폐쇄회로. 그곳에 출
구는 있을까, 그는 과연 출구를 찾고 있을까.
3. 진기종의 <방송중>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초기작업을 살
펴보자. <혼자놀기>(2004), <내게 ‘뷁’스런 일들>(2004), <세
계시체지도>(2004), 이 세 가지는 동일한 형식이다. 한쪽에 설
치가 있고, 한쪽에 화면이 설치되며, 설치에 담긴 내용을 마우
스형태의 ‘선추적기line tracer’가 담아서, 화면에 전송하는 구
조다. <혼자놀기>는 작가가 써놓은 낙서를 실시간으로 외화
하고, <내게 ‘뷁’스런 일들>은 대형의 ‘뷁’ 위에서 ‘뷁’의 유래
를 설명하고, <세계시체지도>는 세계지도에 널브러진 시체
들을 추적한다. 여기서 선추적기는 설치와 화면을 잇는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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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자’인 것이다. 그것의 기능은 작업마다 조금씩 변주된
다. <혼자놀기>의 경우는 낙서로 표현된 작가의 의식을 폐쇄회
로 텔레비전으로 감시하고(서대문형무소의 장소성), <세계시
체지도>의 경우는 평화로운 세계의 뒷면에서 시체를 발굴하
고, <내게 ‘뷁’스런 일들>의 경우는 고의로 글자를 왜곡해 화면
을 어지럽힌다. 특히 ‘뷁’은 가독력literacy과 가시성을 중첩시
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언어현상을 진단한다. 형식의 측면에

매체작업에￼관한￼단상
이미지나라의￼미디어키드
의￼진부한￼모험
김상우(미학)

서 관객은 선추적기가 없으면 작업을 ‘보기가’ 힘들다.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안 볼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그것은 혼자서 멋
대로 움직인다. 관객이 본다고 해도 원해서 보는 게 아니다. 감
시, 발견, 왜곡, 결국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저런 소재를 넣어본 결과라고밖에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방
고, 또한 매체의 전형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
송중> 연작은 다르다. (낡아 빠진 텔레비전 ‘형식’을 건들기는
면, 진기종의 작업을 여느 매체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매체예
하지만) 사회학적 칼날을 들이밀어, 작업의 ‘계열’을 엄밀히 구
술의 정의가 워낙 광범위한 탓에, 넣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매
축한다. 이 때문에 2004년의 작업들이 삽화episode처럼 보인다
체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구현된 형식을 보면, 매체가
면, <방송중> 연작은 탄탄한 단편소설로 보일 정도다. 작업의
활용되고 들어갔을 뿐, 전형적인 설치작업으로 보는 게 알맞다.
물질적 외형도 훨씬 세련돼졌다. 전자까지만 해도, 설치와 화면
그는 (선추적기라는) 매체로 (생각과 사실과 현상이) 매개되는
의 관계는 우연적이었다. 솔직히 ‘설치’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과정을, 그 경험을 전통의 형식으로 표현한 셈이다.
세계시체지도, 작가의 낙서, ‘뷁’의 문자들은 동일한 형식의 ‘평
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화면으로 투영되더라도,
4. <방송중On Air> 연작은 2006년에 등장했다. <CNN News
별다른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단순히 다른 화면으로 매개되
Channel>, <Discovery Channel>, <National Geographic
는 것만 연출할 따름이다. 하지만 텔레비전 ‘형식’을 끌어오는
Channel>. 나중에 <Aljazeera>, <YTN>, <History Channel>,
순간, 둘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변모한다. 전통적인 세계와 재현
<Screen Test Tim>이 추가됐다. 작업들을 우선 짤막히 기술해
보자. 제목 그대로 작업들은 뉴스나 다큐멘터리처럼 세상의 창 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전자와 후자의 단절
은 매우 깊어 보인다. 그리고 왜 ‘텔레비전’이었을까. 텔레비전
문을 소재로 삼았다. 뉴스로는 황우석의 사기사건과 911 테러
이 현실을 왜곡하는 장치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하지만 그
사건이 등장한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대타자의 분열을 극명하게
러한 진단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다. 진기종이 정말로 동시대
보여준 사건이다. 황우석 사건과 911 테러사건이 지나간 후 나
적 관심을 기울였다면, 지적된 사회학적 칼날을 살아 있게 하려
타난 담론의 양상을 생각해 보라.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
대로 온갖 음모론이 창궐했다. 여기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면, 텔레비전보다 중요한 현안과 장치를 ‘발견’했어야 하지 않
았을까. 진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 어떤 것도 진실을 보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설명’은 필요
했고, 균열을 메우는 가장 단순한 길을 찾는 바, 음모론이 제격
6. 작업의 완성도도 지적해야겠다. 진기종의 작업은 탄탄한 완
이었다. 음모론은 망상에 사로잡힌 편집증의 사회적 판본이기
성도를 자랑한다. 특히 작업 가운데 수작업으로 꼼꼼히 제작한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 설명이 아니다. 그
설치를 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다. 정밀하게 구축된 디
러면 자연의 다큐멘터리는 조금 다를까. 조작의 손길은 다큐멘
오라마 같아서, 어느 것 하나 빼놓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오
터리에도 작동한다. 자연보다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서 일
히려 작업을 수용할 때, 작업의 개념을 이해할 때 장애가 된다.
종의 ‘세트’를 고안하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깝다. 그러니 무대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니, 역설처럼 들지만 사실이 그렇다.
로 재현할 수밖에. 세트에 설치된 허구의 사건들이 방송되는 것
마치 잘 만든 물건의 세련된 외형에 끌리는 것처럼, 작업 그 자
이다. 관객은 이 모든 것을 한 눈에 관조한다. 매체로 매개되는
체로 시각을 옭아맨다. 일종의 물신처럼 말이다. 이것은 작업의
현실도, 매체가 매개하는 방식도, 그 앞에는 동일한 지평에 있
완결성으로 이어진다. 작업의 외부를 상상하기 어렵게 하는 것
는 일이다. 마주보았던 현실과 재현은 친절하게 입 맞추며 자신
이다. 텔레비전을 소재로 선택한 것도 이 점을 강화시킨다. 진
이 무엇인지 잊어버린다. 작업에 등장하는 것들이 공허해 보이
부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과 팽팽한 긴장을 상실한 ‘우의’가
는 것도 당연하다. 뉴스를 전하는 캐스터는 자동인형처럼 입 모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관객이 개입할 틈새도 제거된
양만 줄기차게 움직인다. 매개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속내를
다. 그로서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멀리서 관조하는 것만으로
토해내기 때문이다. 복사를 여러 번 하면 글자조차 희미해지는
충분하다.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것들이 진기종이 포착한 내용들이자 응
시하는 방식이다.
7. 아사다 아키라는 매체의 폐쇄회로에 갇히는 현상을 전자모
체증후군electronic mother synthrome으로 명명한다. 언제 어디
5.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작업의 연속성. 2004년의
서든 원하는 것을 일러주는 매체들, 그것은 매체로 탈바꿈한 어
세 가지 작업과 2006년의 <방송중> 연작은 분명히 구별된다.
머니며, 주체의 잃어버린 반쪽이다.(도주론 38쪽) 진기종은 어
형식의 측면에서 전자가 ‘매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현
디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그 역시 테크노키즈의 길을 따라 갈
실까지 끌어들여, 매체와 현실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것
것인가, 아니면 바깥을 열고서 거친 대지를 찾아 갈 것인가. 적
은 질료에도 영향을 끼친다. 후자에서 소재가 되는 사건들은 전
어도 관조하는 시선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자의 사건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석적이다. 솔직히 전자에
서 소재들은 개인의 경험적 수준에 머물렀고, 수인경험, 시체찾
기, 인터넷신조어 등등, 소재들도 균일하지 않았다. 특히 ‘뷁’의
경우는 정말로 뷁스럽다. (물론 개별작품이 제작되고 전시되는
맥락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형식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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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 허대찬 (앨리스온 에디터)

2008년 11월 기술미학연구회에서 준비한 제 1회 기
술미학포럼이 신촌의 w-style shop에 위치한 w-

제 1회 기술미학포럼

gallery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의 미
디어 아트 작가, 기획자, 미학자, 관객이 함께 모여
각자의 시각에서의 문제제기와 그 충돌을 통한 담
론의 재구성과,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미디어 아티
스트 정흥섭과 진기종이 참여하여 그들의 작업과
작업 과정, 각자의 세계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습니
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채널 앨리스온의 편집장 유
원준과 시각예술 평론가 김상우가 각각의 작가와
작업에 대한 읽어내기를 시도했으며 마지막 토론
시간에는 관람객들과 함께 각자의 일치점과 차이
점에 대한 동의와 충돌을 통한 이해와 정리 등 다양
한 논의와 그 마무리로 이어졌습니다.
정흥섭과 진기종은 가상성virtuality이라는 공유 지
점을 지니고 각기 다른 상상력으로 현실 세계에 대
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펼쳐냈습니다. 정흥섭은
그래픽으로 존재하는 가상 사물과 가상 인물을 현
실로 끌어내어 아날로그적 느낌이 강한 종이 등으
로 한눈에 봐도 진짜가 아니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
도의 입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모호
한 섞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가상의 시뮬라크
르를 현실에 위치시켜 버립니다. 진기종은 가상적
인 디오라마 세트를 제작,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내
어 매개된 현실을 대표하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프
로그램 형식의 동영상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현
실의 가상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
지만 양 자 사이에서 치우침이 아닌 한 발 떨어진

Left
작가 정흥섭
Right
작가 진기종
where
w style shop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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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제작이￼손에서￼ 기계로,￼ 기계에서￼ 전자로,￼그것
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 ʻ현실ʼ에￼ 대
한￼ 예술가들의￼ 느낌도￼ 변해왔다.￼ 현실과￼ 가상의￼ 관계
를￼ 정의하는￼ 것,￼ 두￼ 세계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은￼미디어￼예술의￼근본문제로￼남을￼것이다.￼
- 진중권
중립적 위치에서 이 현실과 가상의 나열을 드러냅
니다.
많은 것이 미디어로 매개될 수 있는 것을 넘어 모
든 것이 가상적인 미디어로 구축될 수 있는 세상에
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가상에 대해 이야기한 두
작가의 시각과 작품을 통해 가상과 현실에 대한 자
리지움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습니다. 이
제 더 이상 가상과 현실 사이의 이분법적 규정이 통
하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흐르고 있습니
다.

WHAT WE ARE

techno-aesthetics society
기술미학연구회￼소개
기술미학연구회는 우리나라 미디어아트의 현재성을 고민
하며 기술-예술의 담론들을 생산, 문제제기하는 연구 집단
입니다. 본 연구회는 미디어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하는 기
술미학포럼 등의 미디어아트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
합니다. 본 단체는 미학자 진중권, 매체철학자 박영욱, 미
디어아트 채널 앨리스온 디렉터 유원준, 시각예술평론가
김상우, 미디어문화연구자 양기민 등 다양한 배경의 연구
자들이 참여하며 서로의 연구 분야 사이에서 끊임없이 공
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미학연구회￼후원
기술미학연구회는 비영리단체로,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내부기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기술미학의 지속적
연구와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위하여 함께 해주실 뜻있
는 후원회원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 기술미학연구회: 010-3118-8260
후원계좌 / 하나은행 166-910248-39807 기술미학연구회
(예금주: 장주희)

TECH-AESTHETI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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