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Abstract)

오늘날의 예술은 과거보다는 그 경계를 넓혀 점점 더 빠르

게 과학정신에 가까워져가고 과학에 의한 기술과 그 발전이 예

술창작에 중요한 매개(Medium)로 작용하여, 과학기술에 의

한 인류문명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예술가들은 과학기

술을 하나의 ‘새로운 감수성’으로 받아들여 포스트 휴먼(Post 

human)시대에 인류가 꿈꾸어왔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인류

의 정체성(正體性)을 재정립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순수 예술가로서 홀로그램 기술을 응용한 현대예술(회

화)을 실험하는 과정에 있으며, 과학적 실험실에 예술적 감수성

을 버무려‘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술적 감수성’을 증명하고자 실

험하는 작가이다. 

이것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서 

함께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유(思惟)의 형상화이

며, 과학과 그 기술이 예술과 더불어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혜

안(慧眼)이 되어주길 바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I. 새로운 감수성

예술가들은 오늘날 인류가 빅 데이터로 집적되어, 인간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도시건설과 그 도시 생활을 지배하는 과학의 

힘에 의한 산업화의 결과에 대해 깊은 거부감이 있어왔다. 또한 

현대과학의 산물인 산업화가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를 규격화시

킨 인공적인 과정에 대해, 새로운 과학과 그 기술이 인간의 정

체성을 변질시키고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

고 개탄해 하여왔다. 그러나 현대 예술가와 인문학자들은 인류

가 과학에 의한 기계문명의 등장을 막아 설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예술은 그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회의(懷疑)를 느끼

게 되었으며 인문, 예술 문화와 과학문화 사이에서 예술은 새로

운 기능과 그 당위성에 대해 재고(再考)하게 되었다. 과학의 진

보는 포스트 휴먼(Post human)시대에 인류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류의 정체성(正體性)을 재정립시킬 것임이 틀

림없으나 나는 이 두 문화 사이의 불편한 혼돈스러움은 ‘변화의 

속도’에 대한 상대적인 수용에 따른 현상일 뿐 예술적 감수성

이 과학, 기술과 분리되어 생각되어 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

라 여겨진다. 이것은 ‘수전 손탁’의 말처럼 “새로운 감수성의 탄

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예술의 기능변화”에 그 논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오늘날의 예술은 과거보

다는 그 경계를 넓혀 점점 더 빠르게 과학정신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 믿는다.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예술가가 아닌 ‘수전 손탁’은 한글번역

본으로 발간된 그의 책 -‘해석에 반대한다.’p450-에서 “색깔을 

공중에 띄울 수 없듯이 제 아무리 형체나 감촉이 없는 것일지라

도, 화가에게는 표면, 예컨대 캔버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 라며 

현대회화의 매체 또는 매개(Medium)에 대해 다소 옅은 지식으

로 얼버무려 넘어갔는데, 이것은 그의 훌륭한 지각에 비해 다소 

실망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날 현대예술의 

매체는 이미 표면을 넘나드는 상황으로 진입을 해 왔기 때문이

다. 굳이 멀리서 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홀로그램기술을 차용한 

예술은 이미 색깔과 형상을 공중에 띄어왔다. 다만 현실적 기술

의 한계로 인해 예술가의 상상력과 그 창의성에 부합하는 매개

(Medium)로서 유화나 수채화의 그림물감처럼 널리 활용되어

지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나는 순수 예술가로서 홀로그램 기술을 응용한 현대예술(회

화)을 실험하는 과정에 있으며, 과학적 실험실에 예술적 감수성

을 버무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술적 감수성’을 증명하고자 실

험하는 작가이다. 작품의 주 기법은 기존의 오리지널 작품 형태

에 홀로그램기술을 개입시켜 사유(Concept)와 시각 사이에의 

과학적 장치를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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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홀로그램 기술과 작품

홀로그램 기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작품인 ‘Timeless Door’시

리즈는 2008년 2월 뉴욕 타임스퀘어(TimeSquare)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타임리스(Timeless)’ 라는 단어

는 불교용어로 ‘억겁(億劫)’이라는 뜻으로써 다시 풀이하자면‘영

원한 문(門), 또는 수없이 중첩되어있는 끝없는 문(門)’이라는 

의미이다. 나는 작품 속 문(門)의 안과 밖에 배치되어있는 시계

들을 통해 세월이라는 인생 앞에 놓여 진 중첩된 수많은 문(門)

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었다.

작품들은 삶의 주변에서 선택되어진 오브제(Object)중 특별히 

문(門)과 시계들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갈등의 벽을 통과하는 ‘통로’로서의 이미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것은 본인이 30년간에 걸쳐 뉴욕에서 경험해왔던 인종, 정치, 

종교, 경제, 문화적 배경과 연관된 사회적 체험으로부터 얻게 

된 감상(感想)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욕망하는 문(門)들이 있어, 기대하며 상

상했었던 자신의 선택 이후에 맞닥뜨려질 세계로 인해 각자 다

른 삶의 색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바,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도전과 성취의 문, 구도자에게는 지혜와 깨우침의 문, 

종교인에게는 사랑과 자비의 문(門)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에 수많은 문(門)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세월(시간)’이라는 

인생 앞에 놓여 진 문(門)들은 깨우침과 성숙을 향해 인생의 나

이와 함께 마주쳐야 하는 미루어질 수 없는 문(門)이다.

작품 ‘A bottle of time’은 2014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물질로서 

육체라는 오브제(Object)가 ‘한 병의 시간’같이 유한하다는 은유

적 메시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시

간이 내 육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은 빈 병속에 시계들을 채워 투명 에폭시글루(Glue)로 마

감을 하였다. 2017년 ITRC 프로젝트로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될 뉴욕 ‘MC 갤러리’에서의 작품발표는 ‘A bottle of time’

시리즈로 전시를 가지는데, 기존의 작품이미지를 확대하여 캔버

그림 1. Timeless Door 09-F 

그림 2. Gallery MC (New York) 전시사진. 2017년 2월

그림 3. ‘A Bottle of Time-H’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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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천에 인쇄를 한 후, 실제 시계오브제를 홀로그램으로 기록한 

필름지를 캔버스 이미지 위에 중첩하여 완성하였다. 홀로그램으

로 표현된 시계 오브제(Object)는 시간의 상징적 이미지로서 비

물질적 형상을 신비스럽게 묘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작품제작에 있어 사유(Concept)와 시각적 구조를 얽어 연결

하는 장치(Mechanism)를 즐겨 하는데 ‘홀로그램 테크놀로지’는 이

러한 장치에 부합하는 훌륭한 예술 매개(Medium)라 할 수 있겠다.

III. 전문가와의 만남

2016년 2월 19일 제이슨(Jason Arthur Sapan)씨가 운영하

는 뉴욕 홀로그램 연구소를 ITRC 센터장 김남 교수님, 건축과 

한찬훈 교수님(충북대)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운이 좋았는지 사

전 예약이 없이 들렀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소 소장인 제이슨씨

를 만나볼 수 있었다. 통 성명을 나눈 뒤 우리가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하였고, 홀로그램 전문가인 김남 교수님과의 대화가 무

르익자 제이슨씨는 다른 일정을 미루고 우리를 연구소 구석구

석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예술가로서 느끼게 된 그의 이미지는 마치 과거 시공간을 

넘나들며 스토리를 전개했던 영화 ‘백투더 퓨쳐(Back to the 

future)’에 나오는 천방지축 과학자(아인슈타인)와 꼭 같은 인

상 이였고 그의 열정적인 안내와 설명에 감동을 받은 나는 그에

게 “You are such a great crazy genius!”라고 그에게 찬사의 

말을 하였다. 진심이 담긴 경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읽은 그는 

우리를 단순한 방문객 이상으로 기쁘게 대우를 해주었고 우리

는 뉴욕에서 예기치 않은 벼락 선물을 받은 기분을 간직하며 숙

소로 돌아왔었다.

오는 2017년 2월 뉴욕에서의 홀로그램작품 전시 오픈식에 제

이슨씨를 초대하여 그의 기술적 안목에 기댄 조언을 받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가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주소: ‘Holographic Studio’ 

240 East 26th Street (between 2nd & 3rd Aves), 

New York, NY 10010

tel: 212 686 9397

email: holographylab@gmail.com  

Home page: www.holographer.com

Holographic Studio 오픈시간: 

Monday – Friday 2pm - 6pm or by appointment

(closed holidays and snow days)

2016년 2월 19일‘Jason Arthur Sapan이 운영하는 뉴욕 홀로

그램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사진은 김남 충북대교수 (ITRC 센터장) 

그림 4. ‘A Bottle of Time-H’No.1, 2016

그림 5. ‘A Bottle of Time-H’No.5, 2016

그림 6. 김남 충북대교수 (ITRC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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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과학과 예술의 조화

과거도 그러했지만, 현대는 과학과 문화가 더 융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 미술이 표현하는 세

계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는 서로가 경험

하고 있는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에 의한 기술로 인해 문화가 점차 데

이터와 정보에 의해 규격화되어 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지만 각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 그리고 

개인적인 정서는 여전히 예술의 중요한 정신적 토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인문 

예술분야의 특수성만으로 강조한다거나 혹은 전통문화 계승이

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 할 것이다 (수

전 손탁은“이‘두 문화’라는 문제는 오늘날의 문화 상황에 무지하

거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책 -‘해석에 반대한다.’p446-) 이러한 난관의 극복

은 과학과 인문예술의 ‘정체성(Identity)’과’차이(Difference)’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나는 과학과 예술의 조화와 변화의 정도를 각각의 ‘정체성과 

차이’의 문제로서 ‘현대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가늠해보고자 

하며, 우리 인류에게 오늘날 하나의 인간성(휴머니즘)으로 존재

하고 있는 정체성(Identity)과 리얼리티(Reality)를 기술의 힘

을 빌려 회화적 언어(작품)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과학

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서 함께 인류문

명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유(思惟)의 형상화이며, 과학과 그 

기술이 예술과 더불어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혜안(慧眼)이 되어

주길 바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끝으로 ‘데이지’의 글을 인용해보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화가의 속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민해서 완벽하지 않은 것을 경멸하

고 무엇이든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늘 상 젖

어 지냅니다. 

......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일 년이나, 백 년이란 세월 속에서도 

버티고 서있을 완벽이 이 세상에 있을는지요……. 

나는 허망한 목표 앞에 서있는 저격수입니다. 

...... “

그림 7. ‘Ghost Door -WH’ 17 x 12 inches, 2016

그림 8. Gallery MC (New York) 전시사진, 2016년 7월

그림 9. Gallery MC (New York) 전시사진,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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