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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세기 인쇄술의 발달과 사진의 등장에 이어 ‘움직

임’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는 20세기 영화의 탄생과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고 키네틱 아트,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 등 여러 표현예술에서 다

양하게 시도되었다. 움직임에 대한 표현 욕구는 전통

회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영화의 탄생과 애니메이션

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의 현대 미디어아트에 와서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화는 사진을 기본단

위로 진행되며 움직이는 실제 피사체를 직접 찍어서 

제작하지만 애니메이션은 그림을 단위로 직접 그려

서 움직임을 연출한다.

현대 영상미디어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움직임

의 요소를 동반하며 영화적인 기법의 제작방식이나 

전통 셀 애니메이션 기법도 나타난다. 또한 3D 프로

그램을 이용한 움직임 재현방식과 프로그램을 활용

한 모션기법을 통해 움직임을 연출하기도 한다.

미디어 아트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인 오브제의 

해체와 조합을 통한 은유와 상징화는 전통 오브제의 

변화 과정처럼 다양화 되었다. 오늘날 영상 미디어 

예술에 있어서 몰입감을 높이고 작품을 이해하는 방

법으로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표현요소이다.

영상미디어아트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

통예술의 표현방법을 다양화하고 움직임의 요소 동

반을 통해 전통적인 미학적 개념을 확장시켰다. 컴퓨

터 기술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여러 미디어 

작가들에 의해 독창적인 비물질적 오브제의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그 변화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고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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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디어아트는 정확하게 장르를 구분하기 힘

들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장르로써 설치미술, 가상

현실, 인터렉티브 아트 등 앞으로의 변화에 많은 기

대가 된다.

영화, 셀 애니메이션, 3D모델링, Photoshop 편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물질적 오브제의 제

작방식이 세분화되었고 서로 간에 융합되는 현 상황

에서 전통적인 오브제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만큼

의 비물질적 오브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영상 미디어아트에서 보여지는 비물질적 오브제

의 움직임은 미술사적 오브제의 영역을 확장함과 동

시에 제작 방법상에서도 영화적 특성과 애니메이션

적 특성으로 나눠지거나 융합되는 현상을 보인다. 영

상매체의 대중화로 영상 속 비물질적 오브제는 일상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침투되어 있고 받아드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통해 

작가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들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움직임을 동반한 비물질적 오브제에 대

한 연구는 예술의 은유와 상징성을 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라고 본다.

전통 회화에서부터 나타났던 오브제의 역사를 모

두 다뤄야겠지만 일반적인 오브제의 역사와 관련해

서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아트 이후의 비물질적 오브제가 가지는 미술

사적 의의와 특징만을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분석으

로는 빌 비올라, 이이남, 임상국 3명 작가들의 작품제

작방식을 비교한 후 그 특징들을 분류하고 정리해 

보고자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오브제 움직임의 역사

움직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타미라 동

굴벽화에서 나타나는 8개의 발을 그린 동물에서부터 

사진기의 발명,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

(Cinematographe)에 의한 영화의 탄생으로 이어지

는데 기계적 장치를 통한 움직임의 표현이라는 목적

에서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이어진다.

또한 회화사에서도 움직임에 대한 표현현상은 나

타나는데 마르셀 뒤샹의(Marcel Duchamps) <계단

을 내려오는 나부> (1913), 자코모 발라의 <줄에 묶

인 개의 동학>(1912)와 같은 작품들을 보면 알수 있

듯이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표현노력은 많은 

작가들에게 의해 시도되었고 기존의 고정적인 이미

지들은 예술가들에 의해 어떤 것이든 표현할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다다운동과 초현실주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매체의 변화들은 백남준의 비디

오아트로 이어지면서 사운드, 빛 등의 비물질적 요소

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였고 오브제의 범위 또한 확대

되고 재해석 되었다.

Fig. 1. Altamira cave mural

Fig. 2. Marcel Duchamps 'Nude Descending a Staircase, 

No.2.' 1913.

Fig. 3. Giacomo Balla 'Dynamism of a Dog on a Leash'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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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회화에서부터 이어져온 고정적이었던 오브

제의 이미지는 비디오 아트의 탄생이후 동적으로 ‘움

직임’을 생성하였고 90년대 컴퓨터의 보급으로 전자

이미지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주도하면서 디

지털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움직임’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2.2 미디어 아트와 비물질적 오브제

디지털화된 미디어 아트의 특성을 보면 컴퓨터를 

통한 합성, 조합, 편집의 기술이 강화되고 이미지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완벽한 비 물질성

을 뛰게 된다. 미카엘 가움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

며 오브제의 완전한 탈 물질화를 선언했다1).

“ ‘새로운 전자도구로 이미지의 위상은 근본적으

로 바뀐다. 즉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고정적이며 영원

했던 이미지가 동적이며 잡을 수도 없는 동시에 그 

발생과정을 완전히 드러내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라

져 버린다. 유일한 이미지는 없으며 작은 천장을 통

한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교활하게 침투하며 한없이 

많아진다. 미술관에서 고요했던 그것은 말하고 노래

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

미디어아트에서 보여지는 움직임이나 영화 또는 

전통 셀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움직임 모두 공통

적으로 비물질적 오브제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영화

는 실재 피사체인 인물의 연기력과 표정을 통해 감정

을 전달하고 셀 애니메이션은 작가의 손에 의해 그려

진 그림의 움직임을 통해 재현되지만 기존의 원본이

미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미디어아트에서 보여지는 

합성, 편집 등을 통한 이미지의 움직임 연출은 작가

의 의도와 연출에 따라 원본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

의 상징만이 존재한다.

관객들은 고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움직임을 동반

한 이미지에 더 몰입하며 최근의 영화나 전통애니메

이션에서도 움직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기

법은 다양한 장르에 이용되고 있으며 비물질적 오브

제의 움직임을 위해 미디어아트에서도 많이 활용되

1) Popper, Frank|. <Art of the electronic age>, YeaKeung,

pp. 109. 1999.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

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연출할 것인지에 따라 비물질

적 오브제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2.3 움직임 제작방식

움직이는 예술은 사물의 움직임을 영화와 같이 직

접적으로 촬영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실재하지 

않는 것을 작가가 임의로 움직임을 제작하여 표현하

는 방식이 있다2).

영화는 사진을 기반으로 실재 피사체를 촬영하여 

움직임을 연출하고 전통 셀 애니메이션은 그려진 그

림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형상의 움직임을 창조한다.

3D 프로그램은 모델링을 기본으로 무에서 유를 조각

하듯이 이미지를 형성하여 모션기법을 통해 움직임

을 연출하며 연구자의 움직임은 photoshop 편집을 

통한 합성이미지를 모션기법을 통해 연출한다.

연구자가 말하는 ‘움직임’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 스크린 속에서만 존재하는 비 물질성의 움직

임으로 빠르고 속도감 있는 움직임, 천천히 이어가는 

느림의 움직임, 순간순간 끊어지는 듯한 움직임 등 

모든 움직임들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를 전달하고 있다.

연구자의 제작방식과정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기존의 이미 존재하던 이미지는 컴퓨터의 프로그

램을 통해 복제, 합성, 편집되고 재해석되어 창조된

다. 움직임은 프로그램 장치를 통해 연출되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현된다.

이러한 제작방식은 일부 유사한 방식의 애니메이

션 제작기법 (픽실레이션 애니메이션3),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4))이 있으나 분명한 방법적 차이가 있다.

위에서 제안한 4가지 제작방식을 사례를 통해 비교

해 보고자 한다.

2) Y.B. Lee, <Genre of anime and history>, SalLim

publisher, pp. 8. 2003.

3) H.J. kim, A study on the Stop Motion Animation for

Televison Advertising, Master’s Thesis of University

of Incheon, pp. 34, 2011.

4) J.H. Jung, Y.Q. Xie, and H.S. Lee, "A Case Study of

the Hyper-Realistic Expression in the Rotosoping

Animation by Focusing on 'A Scanner Darkly'"

Proceeding of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
Digiterdesign council , pp. 35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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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연구

3.1 연구 방법

현대 영상미디어아트에서 나타나는 비물질적 오

브제의 다양한 제작방식 사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영화적 방식, 3D 모델링 방식, 마지

막으로 연구자가 밝히는 Photoshop을 통한 편집방

식으로 미디어 아트 작가들 중 빌 비올라, 이이남,

임상국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

고자 한다. 그 특징들의 분류기준은 Table 2와 같다.

또한 비교방식으로는 오브제의 종류, 기본형식, 재

현방식, 제작기법으로 나눠서 정리하고자한다.

그 분석기준은 Table 3과 같다.

2.2 사례별 연구 내용

빌 비올라의 Fig. 4. ‘트리스탄의 승천’(2005)에서

는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재상황을 직접 촬영

한 영상으로 수많은 첨단장치들이 숨겨져 있지만 보

여지는 것은 환상적이고 사실적인 영상속의 움직임

이다. 물줄기를 따라 승천하는 죽은듯한 육신은 한줄

기의 빛을 향해 슬로우 비디오처럼 상승한다. 시간을 

조작하고 재편집함으로서 현실이 아닌 환영을 보는

듯하다. 실재인물을 연출된 무대 위에서 다양한 특수 

장치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연출한 특수영화 촬영형

식이지만 시간의 조작을 통한 움직임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분류한 1번 형식으로 영화적 기법을 이용

한 영상촬영방식이다.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움

직임을 조작하고 스크린을 통해 재현함으로서 작가

의 사상과 감정을 연출하고 있다.

분석 기준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Table 4와 같은 

특징으로 나눠진다.

Fig. 5. 이이남 작가의 '신-금강전도'는(2009-7분 

10초) 우리의 분단현실을 대비적으로 표현한 작품으

로 3D애니메이션기법을 통해 표현한 미디어 작품이

다. 기존 금강전도의 고전회화가 가지고 있던 상징적 

이미지가 기계적 조작과 편집 등을 통해 재해석되고,

3D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한 움직임을 통해 새롭게 

바뀌어 가는 과정은 옛것이 새것이 되고 정지된 것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연출하고 있다. 위에서 분류한 

2번 형식으로 프레임에서의 새로운 공간개념을 추구

하고 더 나아가 탈 프레임의 새로운 인지영역을 확장

시켜 가고 있다.

Fig. 4. Artist Bill Viola 'Tristan of ascension' 2005. 10min 16sec.

Table 1. The researchers proposed production method

< The editing process >

Edited

moving

image

-Form- -Technique-

photo image or

shooting image
scan or save

Edit (Decomposition/

Synthesis)

Photoshop

program

Motion After effects

Symbol or Story Production

Table 2. Classification standard

1 2 3

Artist Bill Viola Artist E E Nam
Artist Lim

Sang Guk

movie

moving image

motion graphic

moving image

photoshop Edit

moving image

Table 3. comparacion prevencion

method objet form
reappearance

method

manufactur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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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rtist E E Nam'new-kumkangjundo' 2009. 7min 

10sec.

분석 기준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Table 5와 같은 

특징으로 나눠진다.

Fig. 6. ‘골든타임’은 기존의 이미지를 포토샾을 통

해 재가공하고 레이어별로 정리한 뒤 편집된 이미지

를 다시 애니메이션 이펙트기법 중 모션기법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한다.

현대인은 수많은 영상정보, 이미지, tv매체 등 정

보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너무나도 쉽게 조

작되고 변형되어지는 현대정보에 노출된 우리들에

게 올바른 진실을 찾아야함을 지적한다.

카메라사진, 텍스타일, 눈동자 등 다양한 이미지들

을 재편집,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로 연출하였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매체를 통해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작가는 Photoshop을 통한 이미지편집을 

통해 상징적 움직임을 재현하고 작가의 생각과 감정

을 드러내고 있다.

분석 기준표를 통해 정리해 보면 Table 6과 같은 

특징으로 나눠진다.

위에서 분류한 3번 형식으로 전통적인 셀 애니메

이션과는 다른 방식의 애니메이션기법으로 제안해 

보고자한다.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은 그림을 기본

단위로 움직임을 직접 그려서 제작하는 반면 미디어

아트에서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편집, 합성,

조합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영상 미디어 아트의 모니터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움직임은 바로 인간의 내면세계와 

작가의 개인적 관념으로부터 오는 자유로운 영역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애니메이션 역시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장르로써 사회의 

가장 보수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매체일 수밖에 없다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명 작가들의 작품들은 

각각의 공통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우선 연구자와 이이남 작가는 공통적으로 애니메

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

션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아날로그 

사진이미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재가공하고 재해석한 후 움직임을 통해 작

가의 의도를 다시금 상징화 했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

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이남 작가는 사진이

미지에 3D 모델링을 이용한 모션기법을 이용하는 반

면 연구자는 사진이미지의 분해, 조합, 상징을 통해 

움직임을 연출한다. 또한 빌 비올라도 이미지의 움직

5) Y.S. Joo, and C.Y. Kim, "The principle of Dual semiotic

process in Animation-within structuralism semiotics,"

Proceeding of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pp. 1206, 2006.

Table 4. method of move moving image 

method objet form reappearance method
manufacturing

technique

1
movie

moving image
Immaterial

photo

shooting
screen movie

Fig. 6. Artist Lim sang guk 'GoldenTime' 2014. 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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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한 카메라의 조작과 편집을 통해 움직임의 

재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선 결론적으론 동일하지만 

연출된 실재장면을 카메라를 통해 사실적으로 촬영

하고 시간적 편집을 통해 재현한다는 점에선 차이점

이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영화적 표현방식과 매우 흡사한 제작

방식으로 움직임을 재현하지만 정지된 듯한 느림의 

재현 방식을 통해 의미와 상징을 연출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근거로 도표로 정리해보면 Table 7과 같다.

이상과 같이 3명의 작가가 미디어아트라는 공통

적인 장르에서 각자의 독창적 방식으로 움직임을 재

현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 세계가 느껴지고 

각자의 상징적 의미를 기계적 조작을 통해 구현하였

다. 그것은 작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실현 될 수 

있었고 영상매체가 가지고 있는 비물질적 오브제로

서의 미술사적 의미를 애니메이션과의 융합을 통해 

확장 할수 있었다.

3. 결  론

현대의 영상미디어 아트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동반한다. 움직임은 영화, 애니메이션은 물론 미디어

아트에서는 특히 의미의 전달과 시각적 상징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

계적 장치를 통해 재현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대적

인 미디어아트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장르의 경계가 사라진 지금의 시대에 영상미

디아트에서 보여지는 연출방식은 애니메이션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본다. 이러한 장르별 융합현상

은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제작

방식과 특징의 분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영상미디어 아트의 특징인 비 물질성을 바탕

으로 만들어지는 오브제의 개념을 분류하고 개념적

으로 정리해 가는 과정은 필수요건이며 과거 전통회

화에서 나타났던 오브제의 특징들과 동일한 현상이

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현대의 많은 영상미디어 작가들이 예술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와 이해가 필요하고 방법적 연구가 되어져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의 미디어아트에서 기계적 조작을 통한 재현

이 이데올로기를 표현한다 라는 Jean-Louis Baudry

의 주장은 표현매체가 다양화된 현대미디어아트에

Table 5. method of motion graphic moving image

method objet form reappearance method
manufacturing

technique

2
motion graphic

moving image
Immaterial modelling screen

3D

animation

Table 6. method of Photoshop edit moving image

method objet form reappearance method
manufacturing

technique

3
Photoshop edit

moving image
Immaterial

edit photo

synthesis photo
screen animation

Table 7. It features a variety of ways of making moving images

method objet form
reappearance

method

manufacturing

technique

1
movie

moving image
Immaterial

photo

shooting
screen movie

2
motion graphic

moving image
Immaterial modelling screen

3D

animation

3
Edit

moving image
Immaterial

edit photo

synthesis photo
screen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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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더 강력해지는 듯하다. 본 연구를 통해 비물

질적 오브제로서의 제작방식상의 특징을 분류해 보

고 개념화 시켜보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고 더 많

은 작가들의 특징들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

로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미술사에서 비물질적 오브제

로서의 개념적 확장과 나아가 이러한 표현 방식이 

설치미술과 가상현실의 재현이라는 공간적 확장에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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