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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컨버젼스로 불리는 지금의 시대에 과학기

술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것

은 과거 시대적 변화를 보아도 틀리지 않다. 멀티미

디어를 넘어 컨버젼스로 이어지는 융합화 현상은 기

술 공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디지털 미디어아트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프레임의 변화, 매체 기기를 이용한 AR, VR, MR,

더 나아가 피지컬 컴퓨팅을 통한 인터렉션까지 예술

과 기술은 그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되고 있다. 이

러한 시대현상은 우리의 보는 관점까지도 변화시킨

다. 그것은 어떠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근대 카메라 옵스큐라를 토대로 한 원근법 장치는 

예술가가 정해둔 방식대로 그림을 감상해야만 하였

다. 당시 이러한 관찰 시점의 고정화는 예술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최적화의 조건으로 여겨졌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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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21세기에 와서도 그러한 근대적 감상체계는 지

속되고 있는가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근대의 시

각성에 관한 반론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

한 반론들을 바탕으로 21세기 현대적 관찰자의 시각

성은 또 다른 방식을 요구 받는다. 현대의 이미지는 

관찰자로 하여금 거리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이

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며, 또한 이미

지 앞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

를 통해 이미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스크린과의 거리에 따라 밀접한 관

계를 형성한다. 고정적이었던 스크린과 관찰자의 관

계는 스크린의 물리적 크기 변화로 인해 큰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에서 부터 좀 더 가까운 TV, 더 가까운 

컴퓨터 스크린으로 변화되었다. 나아가 몸에 장착해

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웨어러블 방식의 VR, AR,

MR, 관람자의 참여를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등 기본

적으로 스크린이라는 형태에 이동성까지 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젼스로 대변되는 지금의 시

대적 특징 속에서 ‘본다(seeing)’라는 관점에 관한 논

의이다. 즉, 디지털 영상 미디어아트에서 나타나는 

시각성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복합적이고 이

중적인 시각구조로써 다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예

술작품을 보는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을 보던 

시각방식에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에 근대적 시각성에 관한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시각성에 관한 변화를 밝힘으

로써 지금의 혼합현실을 예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 한다. 19세기 근대의 지배적이었던 시각체계로써 

원근법주의를 바탕으로 카메라 옵스큐라, 파노라마

의 시각체계를 정의1)하고 21세기 디지털 프레임 확

1) E.J. Lee,「가상현실(VirtualReality)에서 제기되는 시각

장을 통해 변화되는 시각성의 특징들을 라깡의 시선

도해를 통해 그 변화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원근법을 통한 근대적 시각성

15세기 원근법의 창안은 건축가 필립포 브루넬스

키의 실험을 통해 기하학적 원근법이 비롯되었다. 당

시 시민들의 눈에는 그 실험이 리얼리즘 효과로서 

마법과도 같아 보였다2). 그러나 원근법적 시각체계

로서 논의된 것은 알베르티의 <회화론>에서 본격적

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림에 있어서 르네상스 시대 원

근법의 옹호자들로 대변되는 환영주의(Illusionism)

는 원근법 이전의 지오토에서 부터 원근법을 전면으

로 활용하기 시작한 다빈치에 이르기까지 현전성을 

중심으로 한 재현의 역사로 볼 수 있다3). 그러한 관

점에서 원근법적 시각성의 특징을 도판화하면 Table

1과 같다.

2.2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한 근대적 시각성

카메라 옵스큐라는(라틴어: camera obscura, ‘어

두운 방’이란 뜻) 또는 암상(暗箱)은 그림 등을 그리

기 위해 만든 광학 장치로, 사진술의 전신이다. 유클

리드와 아리스토텔레스, 로저 베이컨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다양한 사상가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것을 언급했다4). 데카르트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체계와 수용에 관한 연구-뉴미디어아트에서의 재 매개
화(remediation)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p. 23-37.

2) Jay, Martin, 「모더니티의 시각체계들」,『시각과 시각
성』, 핼 포스터 엮음,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pp. 26-27.

3) E.H. Gombrich, 『예술과 환영(Art & Illusion)』, 차미
례 옮김, 열화당, 2004, p. 282.

Table 1. Perspective and Visuality Plates and Features

Visuality board Eye gaze Visitor's location Frame

light

Looking towards

the center

Line perspective-“velo”

Vanishing point-Fixed

The gaze of the subject (artist)

Transparent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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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세계에 접하는 개인의 내적 공간으로 이야기

한다. 다시말해 “옵스큐라와 같이 텅 빈 내부 공간으

로서의 위치는 개인이 외적인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5)라는 말을 통해 개인에게 있어 외부

로부터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외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개념에서 카메라 옵스큐라적 시각성은 Table

2와 같은 특징과 도판이 나타난다.

2.3 파노라마를 통한 근대적 시각성 

파노라마적 시각은 프레스코 벽화를 비롯하여 오

늘날의 스크린 영상작업에서도 작용되는 시각체계

이다. 이렇게 제시된 파노라마는 3차원의 입체감을 

제공해 주는 탁월한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파노라마 시각은 관람자가 마치 신체를 이용하는 것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가상현실을 부분적으로 경험

할 수 있다. 가상공간 체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파노라마의 특징을 볼프 강 켐프(Wolfgang Kemp)

4) Jonathan Crary,「시각의 현대화」,『시각과 시각성』, 핼 
포스터 엮음,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p. 67.

5) Jay, Martin, 「모더니티의 시각체계들」,『시각과 시각
성, 핼 포스터 엮음,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p. 71.

는 “현존의 공간(A Space OF Presence)”이라고 표

현했다6). 그러한 특징들을 통해 파노라마의 시각성

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4 근대적 시각성에 관한 반론들

데카르트의 원근법주의에 관한 내적 논란들 중에

서 조나단 크레리에 의하면 “1839년 이후의 카메라

의 발달, 1870년대 이후의 모더니즘 모두 19세기 초

에 일어났던 근본적인 시각의 재구성이 가져온 징후

들에 속할 뿐7)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마틴 제이

의 논의8)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장되었다. 마틴 제이

에 따르면 근대의 시각체계는 데카르트의 원근법주

의가 유일한 시각체계는 아니라고 논한다9). 마틴 제

이는 당시의 시각체계를 크게 3가지의 형태로 구분

하고 있다. 우선 첫째 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데카르

6) Oliver Grau, Virtual Art: From Illusion to Immersion,

London, MIT Press, 2003, p. 69.

7) KEEP ON MOVING , 아즈마 히로키 “관찰자;‘시각’을 
통해 본 근대적 주체의 탄생” Posts Tagged 조나단 크레
리, Posted by aniooo in essay on 2002년1월24일 

8) Hall poster, 『시각과 시각성』, 최연희 옮김, 경성대 출
판부, 2004.

9) Foster, Hal, 최연희 역, 『시각과 시각성』,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p. 10.

Table 2. Camera Obscura Visual Plates and Features

Visuality board Eye gaze Visitor's location Frame

Through the machine

Fixed eyes “ocellus”

Objective view.

Located inside

plane, exclusive,

In the dark

Deconstruction

Table 3. Panoramic Visualization Plates and Features

Visuality board Eye gaze Visitor's location Frame

Your own

visual axis

Illusory space.

Subjective gaze.

Objective.

360˚ Three-dimensional space.

Virtu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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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사상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원근법주의’이다. 둘째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 나타나는 ‘묘사의 미술’로 

설명하였고 셋째 바로크의 특징으로서 ‘시각의 광기’

로 구분하였다.

첫째 원근법주의의 세계는 선의 텍스트로 해석되

는 대신 자연 대상들로 채워진 수학적이며 규칙적인 

시공간적 질서 속에 다뤄지게 된다. 이러한 원근법주

의에 관한 몇 가지 지적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데카르트의 원근법주의의 인식론에 있어서 주체의 

위치이다10). 라깡은 ‘데카르트적 시각모델’에 관해서 

신체의 신경을 통한 감각 메커니즘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모델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다11).

둘째 데카르트의 원근법주의의 전통이 내적 논란

의 소지로 담는 부분이 있다. 그림 속 묘사된 장면에 

대한 ‘화가의 시각’과 ‘관람자의 시각’이 분리 가능하

다는 점이다. 즉 화가의 소실점을 통한 시선주체의 

위치가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하나의 눈을 가진 주체

의 특권화된 구성적 역할을 거부한다. 같은 맥락에서 

브라이슨은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에서 요하네스 베

르베르를 통해 원근법주의의 이차적 상태인 탈 육화

된 원근법주의로 논의하였다12).

셋째 지배적 시각모델을 불안정 하게하는 모델은 

바로크의 시각체계로서 17세기 사회적 맥락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라는 시대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시

각적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신체의 감각, 눈을 통한 

생리학적 지각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바로크적 시각

은 그 특징이 회화적이며 깊이감을 주고 초점이 모호

하며 복합적인 열린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르네상스의 명료하고 선적이며 평면적이고 닫힌 형

식과는 대비되는 특성을 보인다. 불규칙하고 기묘한 

형태의 진주라는 의미인 바로크는 근대라는 시대 전

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어떤 시각적 가능성

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2.5 디지털 프레임 확장을 통한 21세기 시각성 변화

앞서 제시된 근대적 시각성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10) Jay, Martin, 「모더니티의 시각체계들」,『시각과 시
각성』, p. 38.

11) Lacan Jacques. [세미나 11] 자크라캉, 맹정현 이수련 
옮김, 새물결 2008, p. 129.

12) Jay, Martin, 「모더니티의 시각체계들」,『시각과 시
각성』, pp. 39-40.

원근법적 시각성, 옵스큐라적 시각성, 파노라마적 시

각성으로 분류되었고 그 특징들을 토대로 도표화 할 

수 있었다. 그 근거로는 라깡이 주장하는 시선도해를 

토대로 재현하였다. 그렇다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예술 작품에서도 그러한 시각체계는 동일

하게 형성될까? 이러한 의구심에서 연구 분석에 앞

서 디지털 영상 작품들 중 프레임의 특징별로 세분화

하여 정리해 보았다.

디지털 영상 예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바탕으

로 디지털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led 모니터, 빔 프로젝

트의 크기 변화로 본 물리적 관점(physical type)의 

프레임 확장, 둘째 인간과 가상 매체(AR/VR/MR)기

기의 관계를 통한 융합적 관점(fusion type), 셋째 매

체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프레임과 인터액션적 

관점(Interaction type)이다. 그러한 특징들을 라깡이 

제시하는 시선도해 Table 413).의 형식에 맞춰 Table

5.에서 ①원근법적 시각체계, ②옵스큐라적 시각체

계, ③파노라마적 시각체계와 연계하여 적용해 보았

다.

또한 라깡의 응시개념(Gaze3)을 통해 디지털 시각

성의 특징인 이중구조화를 도판화 하면 ④의 형태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영상 작품 속 프레

임의 대표적 유형을 라깡의 시각성 도판을 토대로 

Table 5와 같이 도판화 할 수 있다. 이는 근대적 시각

체계에서 볼 수 없었던 비 물질 오브제의 움직이는 

이미지14)가 디지털 시대 프레임 확장을 통해 21세기 

시각체계를 변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2.6 라깡의 시각성 도판 

근대적 시각성에 관한 라캉의 설명은, 다른 보는 

자, 즉 인격화된 다른 존재의 침입이 아니라 시각 장

에서의 기표의 침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것은 단순히 빛이 아니라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 주체와 세계 사이

에는 사회적 담론들의 총합이 삽입되는데 그것은 문

13) Lacan, Jacques, 『세미나 11』, 자크라캉, 맹정현, 이수
련 옮김, 새물결, 2008, p.144.

14) 비물질적 오브제를 이용한 미디어아트의 움직임 제작
방식에 관한 연구; 미디어아트 작품사례를 중심으로,
임상국, 김치용,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3호.
pp. 1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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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구성물인 시각성을 형성하고 그러한 시각성을 

시각, 즉 매개되지 않은 시각적 경험에 대한 인식으

로써의 시각과는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다. 즉 

그것은 망막과 세계 사이에 기호들의 스크린으로 사

회적인 활동들과 다양한 담론들로 구성된 스크린의 

삽입으로 설명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라깡은 스크린

을 던져진 그림자로 암점(scotoma), 얼룩이라고 부

른다.15) 즉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봄(seeing)이라는 

문화적 산물에 맞게 조정되는데, 나의 시각 장에 어

떤 것, 즉 기표들의 의미망이 끼어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대적 시각체계는 라깡이 

주장하는 고정적인 기표들의 의미망으로써 설명된

다. 데카르트의 원근법적 시각체계는 권력과 같은 사

회적 시각으로써 시각성을 형성하였고 주체와 세계 

사이의 사회적 담론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담론적 기

표들의 의미망에 끼어드는 어떤 것! 즉 라깡이 주장

하는 암점은 디지털 영상시대의 예술적 관점의 시각

체계에서 본다면 움직이는 이미지로 설명된다. 그러

한 움직임은 단순히 빛이 아닌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써 작용되는 것이다. Fig. 1은 그러한 의

미로써 설명될 수 있는 작품이다. 즉 개념적 관점에

서 전통적 시각성은 원근법이라는 하나의 소실점을 

중심으로 시각주체가 고정화 되어 있었고 작가가 정

해둔 시각주체를 관객은 바라고기만 했다. 작품 속 

위인들은 그러한 권력과 고정화된 시각성의 상징이

다. 그것은 옵스큐라적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다. 여기서 라깡이 제시하는 이 암점은 우리의 고정

된 시각을 방해하고 정해진 규칙성을 혼란스럽게 만

들어 버린다. 이러한 시각성의 변화의 특징을 21세기 

디지털 영상 미디어아트의 작품 속에서 관련성을 밝

혀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자매체의 생활

15) 노먼 브라이슨,「확장된 장에서의 응시」, 『시각과 시
각성』, pp. 168-170.

화 뿐 만 아니라 예술적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을 가

져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작품 영상 속 움직

이는 이미지는 라깡이 주장하는 암점 처럼 새로운 

개념과 시각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디지털 

프레임의 확장과 매체 기술을 통한 탈 프레임으로까

지 이어진다. 멀티미디어 시대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

전은 그러한 시각성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이다.

3. 사례연구

앞서 제시된 물리적, 융합적, 인터액션적 관점에서

의 디지털 미디어 작품사례들을 바탕으로 Table 6에

서 프레임 확장사례들을 시각적으로 유형화 하였다.

첫 번째로 물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엔 모니터와 스크린이 수직, 수평형식

으로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관람자를 완전히 감싸면

서 시각적 몰입감을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관람자가 AR, VR, MR

Table 4. Lacan's notion of the Real gaze

Gaze 1 Gaze 2 Gaze 3 Gaze 4

Fig. 1. Hans Holbein, <Ambassadors>, 1533.
출처: http://www.artspace.com/magazine/art_101/book_report/ 

pope-art-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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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체기기를 통해 가상공간을 경험한다. 결국엔 매

체속에서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형태로 탈 프레임

화 되면서 관람자의 몰입감을 유도한다. 끝으로 인터

액션적 관점에서는 관람자가 작품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컴퓨팅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변화들은 초기과정에서 관람자가 작품

을 바라만 보던 근대적 시각체계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의 프레임 변화에서는 관람자

가 작품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움직임을 통해 고정적

이던 시각주체가 변화되고 탈 중심화 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컴퓨터와 같은 

매체기기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 관점의 시각체계는 디지털 시대 움직이는 

이미지의 등장으로 우리의 시각은 유동적으로 변화

되었고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던 관람자는 이제 움직

이고 만지고 참여하면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관람자와 작품과의 관계를 디지털 영상 작

품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고정적으로 바라만 보던 

시각관계에서 이미지의 움직임을 통해 프레임은 확

장되고 탈 프레임화 되었다.

Fig. 2의 관람자와 작품과의 관계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람자는 작품 속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유동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고 매체와의 관계

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몰입감을 느끼게 되었다. 즉 

관람자는 작품을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매체(컴

퓨터 센서)의 역할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라는 매체는 관람자을 인식하고 그 행동에 따라 작품 

속 이미지가 재현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러한 이중 구조적 관계는 작품과의 소통을 통해 관람

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와

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21세

기의 디지털 작품 프레임을 통해 나타나는 시각성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5. Classification table by frame extension type & Visuality board

Type

Classification

by type
Frame type Lacan's visibility plate

physical

type

single type

Multi type

fusion

type

AR type

VR type

Interaction

type

‘Medium

and(間)

human’type

C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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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깡의 시선도해를 통해 시각성 변화를 도표화해

보면 다음 Table 7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근대적 관점의 시각체계인 ①번 카메라 옵스큐라

의 유형은 디지털 프레임 중 빔 프로젝트 방식으로 

②번과 같은 형태로 시각체계가 변화되었다. 기존의 

옵스규라적 screen은 평면적인 상태지만 디지털 프

레임에서는 원근법이 형성되며 움직임에 의해 주체

가 형성된다. 즉 원근법과 옵스큐라적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구조를 나타낸다. 같은 맥락에서 ③번 

원근법적 유형은 디지털 프레임 중 LED방식에서 ④

번과 같은 형태로 변화되었다. 데카르트의 원근법적 

형식을 따르지만 움직이는 이미지에 의해 공간은 평

면화 된다. 즉 원근법적 구조지만 옵스큐라적 특징을 

가지는 이중구조인 것이다.

같은 형식으로 Table 8은 물리적 관점, 융합적 관

점, 인터액션적 관점에서 살펴 본 시각성 변화의 도

표이다. 물리적 관점에서는 도표에서 처럼 앞서 밝혀

진 근대적 시각성과 디지털 시각성이 겹쳐지는 이중

적 시각체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융합적 관

점에서는 단안이었던 시각체계는 양안의 형태로 나

타난다. 즉 응시의 개념을 설명되는 것이다. 끝으로 

인터액션적 관점에서는 양안이었던 시선주체가 중

심으로 모이면서 최종적으론 소멸되는 형태로 나타

난다. 결국 관객은 작품속에서 하나가 되고 작품이 

Table 6. Digital frame extension case analysis result

Expansion method

Physical

expansion

Characteristic

The spectator looks at

the work.

Out of sight.

The spectator enters the

work.

Out of sight.

The spectator enters the work.

Virtual and reality overlap.

Out of sight.

Fusion

expansion

Characteristic

he spectator enters the work.

Virtual and reality overlap.

Out of sight.

The spectator enters the

work.

Out of sight.

Virtual and reality overlap.

The spectator moves the body.

Interactive

extension

Characteristic

The spectator looks at the

work.

The spectator moves the

body Interact.

The viewer touches the work.

In reality, I feel my

imagination through my

body.

The spectator enters the work.

In reality, I feel my imagination

through my body.

A subjective position.

▶ ▶ ▶

Fig. 2. Relationship between spectator 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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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관객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작품은 관

객과의 소통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관람자의 시각은 수시로 변화되는 시

각체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디지털 영상 미디어에

서는 상호작용을 통해 매체기기와 관람자, 작가는 하

나가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4. 결  론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를 넘어 컨버젼스로 이어

지는 오늘날의 시대상황에서 기술과 예술의 관계는 

인문, 사회, 공학, 문화, 철학 등 전분야에서 융합화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으로 볼 

때 우리의 연구가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영상공

학의 이론적 측면과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는 감성적 

측면을 연결시켜 본다면 어떨까? AI가 눈앞에 놓여

진 지금의 시대 현상은 컨버젼스를 넘어 네트워크를 

형성 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단순한 융합이 아닌 서

로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 공간, 물질, 비물질을 

넘어선 새로운 현실적 비현실의 실재화로 설명된다.

이것이 21세기 멀티미디어 사회 속 오늘날 우리의 

시대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 관점에서 앞서 밝혀진 프레임 확장을 

통한 3가지 사례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21세기 시각

성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

            Table 7. Change of subject's position from physical viewpoint 

Table 8. Digital frame extension and visibility plate change

Physical Perspective A fusion perspective An interactio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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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물리적 관점에서 시각주체는 근대적 관점의 

소실점은 사라지고 움직임을 동반한 이미지만 남는

다. 2, 융합적 관점에서 시선주체는 이중구조화(즉,

원근법적이면서 옵스큐라적인)를 보이며 그러한 변

화는 라깡의 시선도해 중 응시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3, 인터액션적 관점에서 시선주체는 더 이상 작가가 

의도한 작품 속 소실점(근대적 관점의 시선주체)이 

아닌 관람자와 매체가 참여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

서 시선주체는 고정적이지 않고 움직이며 작가가 아

닌 관람자에게로 전환된다. 4, 최종적으로 디지털 프

레임 확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람자의 가상현실 실

현을 위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

러한 목적에서 우리의 시각 관점은 근대적 시각체계

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디지털 영상매체에서 나타나는 시

각성은 최종적으로 Fig. 3 Network type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캔버스가 아닌 모니터도 

아닌 몸이 모니터가 되고 프레임이 되는 지금의 디지

털 시대에 관람자와 작품은 소통이며 네트워크를 통

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탈 프레임으로 재현

될 수 있다. 라깡의 응시개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21세기 시각성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혼동 상태이며 이제 더 이상 범위로써의 제한적 프레

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근대적 시각성은 

소멸되며 디지털 시각성은 공간속에 부유하는 홀로

그램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연구자가 

주장하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근대적 관점이었던 데카르트의 

원근법주의의 변화를 반박하는 이유로써 충분한 결

과를 나타낸다. 또한 라깡이 주장하는 시선도해를 통

해 디지털 프레임의 확장과정을 유형별로 알 수 있었

고 시각성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이미지화해서 증명

할 수 있었다.

멀티미디어를 넘어 컨버젼스로 이어지는 지금의 

매체 중심시대에 급변하는 현대 매체시대에서 디지

털 영상매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검증해 보았다는 점과 절대적인 권력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근대적 시각성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하지만 

지금도 더 많은 기술 매체들은 생산되며 우리의 시각

을 자극한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멀티미디어라는 

다양성과 공학이라는 기술적 관점을 넘어 미디어 아

트라는 감성적 연구로써 이어가는 계기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매체가 인간의 생활

을 대변하는 시대로 간다면 기술과 감성은 우리의 

필수적인 연구 대상으로써 가치가 높다. 따라서 앞으

로 좀 더 다양한 예술작품들과 매체 유형들을 기술

적, 공학적, 관점에서 분석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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