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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소통으로 바라본 뉴미디어 놀이공간의 중심에 서다
김혜원

김은경

요약

인간은 언어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문화는 인간이 집단을 이
루면서 가능해졌고 이러한 집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 이
처럼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빛나는 문화를 만들어냈으나 언어는 또한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인간
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에 언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언어의 약점을 보완하고 감정을 통
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은 예술의 영역을 발전시켰다
세기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는 생산성 향상을 극단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
간 감정에 대해서는 간과되었다 감정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이성을 방해하고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합리성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사
회에 지쳐버린 인간들은 감정을 발산할 분출구를 찾았다 이에 현대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술은 대중예술이라는
이름하에 인간 삶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예술은 인간 사이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각종 수단을 만들
어 왔다 특히 현대의 미디어와 만나서 예술의 표현 의 장은 예술가들이나 난해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감상자들뿐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끌어들였다 이는 감상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의미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안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감상자는 그러한 공간 안에서 메시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예술가가 된다
이처럼 예술은 미디어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본질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한다 즉 감상자와 예술가의
소통은 미디어를 만나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관점으로 변
화하는 감상자와 예술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미디어로 인한 인간 소통의 미래를 예상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예술 소통 놀이 대중예술 뉴미디어
Abstract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human beings have built their history through language. Their cultures
can have been built by forming groups.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eir groups, language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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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spensable for them. Although people have created their glorious cultures, language also has their own
limitation. Language is absolutely insufficient to express all of human’s profound emotions. Therefore,
people have developed the realm of language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language and to communicate
with their emotions.
Since the modernization in the 20th century, our society had required high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hat society, human emotions were easily overlooked. Emotions were considered not only consumptiveness
but also hindrance of reasonable thoughts, which was not helpful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s a result,
people were not concerned about their emotions. However, no one can survive merely without expression
of their emotion. Those who were exhausted of the society which extremely required rationality tried to
seek an outlet to express their emotions. Afterward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y in the modern era,
human beings create a variety of fields to express their own emotions. Within this social environment, art
has been deeply involved in our human life under the name of Public Art. Art has created various ways
for an extensive communication among people. Especially, as the mode for art expression was combined
with modern media, it attracted the public as well as artists or a few appreciators who could understand
abstruse art. It was a very meaningful phenomenon in this society where the role of appreciators becomes
more important. While artists can form a communication field through their art works within media,
appreciators can be another artist to express messages in the field. Therefore, art facilitates intrinsic
communication among people through media. In other words, appreciators and artists establish the wider
communication by means of media than ever b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changed part of appreciators
and artists, and predicts our future communication through media.
Keywords : Art, Communication, Amusement, Contemporary Art, New media

서론

근대는 반론의 여지없이 이성중심의 시대였다 이성적인 인간들은 가치창출을 기반으로 하여 눈
부신 과학혁명을 이루었다 인간에게 이성은 가장 탁월한 덕목이 되었고 세상은 이성의 눈으로 재
편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성적 인간은 인간이 추구해야할 궁극적 목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사유의 패러다임은 탈근대 에 접어들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인간들이 추구
하는 인간상은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고 상상하는 것이 힘이 되는 새로운 지
식인이다
이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인간에게는 감성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동안 억눌린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극에 달한 상태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다 합리
를 강조한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
는 욕구가 강렬해졌고 이는 세기에 와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디어가
있었다 미디어야 말로 새로운 시대에 인간의 표현 욕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미디어는 가상공간 속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만큼 소통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는 예술과 감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미디어와 만나서 가능해졌
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가 예술과 어떻게 접목되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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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인간사이의 본질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다

예술 언어를 넘어선 소통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또한 한 시대와 다른
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인류는 언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집단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집단 속에서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는 인간 내
면의 깊은 감정까지는 전달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인간은 예술 활동을 통해 언어로는 불가능
한 감정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통 예술 활동은 예술가가 창조한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예술가는 외부세계를 받아들인 후 거기에 자기 내면의 영감을 더해서 음악 그림 신체 등의
물질적 형태로 구현한다 이렇게 외부세계와 예술가 내면의 결합물인 예술작품을 통해서 감상자는
다시 자신의 주관을 더한다 그리고 예술가의 영감을 통해서 발화한 예술작품은 감상자 내면의 주
관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언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예술가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 내면의 미
적 이상은 예술 작품을 통해 물질로 구현되고 그것은 다시 감상자 내면에 미적 이상을 실현시킨
다 이는 자기표현의 활동이며 자아실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는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면서 확장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표현이 예술작품을 거쳐
감상자와 만나고 다시 예술가에게 도달했을 때 예술가는 더 큰 의미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만큼 자기를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고 자기 탐구를 하면 할수록 예술에 대한 열망도
커져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예술가라는 명칭은 단지 소수의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면을 외부로 표현해서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예술가라면 진화의
선상에서 자신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술인 것이다
감상자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지각과 관조를 통해 받아들이게 된다 지각과 관조는 무엇을 인지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감각기관으로 물리적 특징을 감지하는 것이 지각이고 정신적 내용을 직관하는 것이
관조이다 따라서 감상자는 예술가의 작품을 수용할 때 지각과 관조를 통해서 예술가의 정신적 내
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
고전주의적 예술관에서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감상자가 해석함으로써 예
술의 활동이 끝난다 그러나 세기 수용미학의 등장과 함께 감상자의 위치는 달라진다 작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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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그 해석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애매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
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평가하게 된 것이다 현대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 감상자야 말로 예
술 활동의 중심이라고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즉 예술 작품은 감상자에 와서 마무리되는 것
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감상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감상자는 예술가와 대등한 관계로 이
해되고 작품 자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작품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 심지어 감상자는 예술
가의 작품 안에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기도 한다 패러디가 이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패러디는 본래 제
작된 작품의 일부 소재 내용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술가의 영감
을 표현한 작품이 또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어 표현의 바통을 넘기는 것으로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감상

자가 또 다른 예술가로 탄생하는 것이다

예술 미디어를 만나 놀이공간을 넓히다

예술작품과 놀이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외부세계를 재료로 해서 자기 안에 세계를 만들고 이를 다시 외부로 펼쳐
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 실체가 내면의 주관적 감정으로 치환되고 이것이 다시 외부의
객관적 실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술작품은 비록 객관적 실체가 있는 사물이지만 그것
은 언어를 벗어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내면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예술작품을 사이에
두고 예술가와 감상자가 만나는데 그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예술을 매개로한
예술가와 감상자의 만남을 동서양의 미학에서는 놀이에 비유하곤 했다 예부터 놀이는 실용적 목
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흥과 소통을 위한 인간의 자발적 행동이었다 이는 생산성이 목표가 되는
노동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집단을 이뤄 각각의 내적 열망을 표현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놀이의 공간은 현실과 분리된 가상의 영역으로 이곳에서는 일상의 모습이 아닌 그리고 생
산을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 속에서 마음껏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
이 이루어졌다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인간이 삶속에서 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표현 도구였다 놀
이를 통해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슬픔을 희석시키고
기쁨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과거에 놀이는 인간의 삶 자체였다 그들에게는 놀이가 배움이자 사랑
이고 관계의 중점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노동을 음악과 접목시키며 그 순간에도 감정과 생각을 소
통하려고 하였다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던 인간에게 열정과 감성 감각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지
던 놀이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간의 삶에서 놀이는 아이들의 하릴없
는 장난으로 치부되고 있다 근대 사회는 이윤을 얻지 못하거나 생산성을 담보하지 않는 것에 대
해서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인간 삶에서 놀이는 점점 배제되었다
고대의 인간은 감정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다 놀이는 열정과 감정 감각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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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놀이는 적합했다 그러나 근대화 과
정 속에서 사회는 변화되어 갔다 대표적인 예시로 권력다툼의 변형이 있다 고대 권력의 투쟁이
무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후에는 음모와 전략의 형태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
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해 내려고 전략을 꾸몄다 결국 인간
의 감정은 베일 속 깊은 곳으로 모습을 감춰 버렸다 인간은 놀이와 일상을 분리시켰고 놀이를 행
하던 열정 대신 소유욕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이성적 인간은 계속해서 상상력과 공감 표현을 억제
하였고 이에 따라 놀이를 통해서 발현되었던 인간의 덕목들은 하나하나 자취를 감췄다
예술은 이러한 합리적 사회에 대해 반발하고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예술가들은 예술작품
의 일반적이고 고전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근원적인 소통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그것
은 곧 당시 사회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이러한 저항의 방식이야말로 현대 예술을 특정 짓는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르셀 뒤샹
은샘
을 작품으
로 출품하였고 앤디 워홀
은 캠벨 수프 캔
을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작곡가 존 케이지
는 분 초동
안 침묵의 음악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사회는 이처럼 규정에 어긋난 예술을 배척시켰으며 심지어
어리석은 것 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닫힌 세계에서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경시할 수 없었
다 그들은 합리성과 이성만능주의에 눈이 멀어버린 사회에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현대예술 소통의 확장과 뉴미디어
근대화가 이루어지며 기술과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그러다가 세기 과학기술이 드디어 인간 감정 표현의 분출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합리사회에 지쳐버린 인간들이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예술에 대한 욕구가 많아
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작품을 통한 소
통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성찰의 매개체로 여기기도 한다 근대화와 합리화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억눌렀던 감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이 시점에 예술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
고 있다
본 연구자는 예술의 확장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탐구해 보았다 좁은 의미의 예술
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술 작품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술작품이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과 감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감상자에게 깊은
소통을 요구한다 센서와 디지털 반응은 이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작품들은 센서를 통해 감상자를
인지하고 빛과 음악 움직임을 통해 반응함으로써 완성이 된다 이는 소통의 주체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터렉티브 아트 라 한다 모든 전시가 감상자와의 소통을
갈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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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예술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말한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빚어내듯이 인간이 자기
삶을 빚어내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자기표현의 과정이다 또한 자기표현은 반드시 타인
에게 닿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닿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야 하고
그것은 곧 아름다움을 담보해야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미 즉 아름다움 의 의미를 정의해보고자 한다 아름다움은 다양한 어원을 갖고 있
고 그 중 어떤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의
정의는 서로 다른 것을 감싸 안아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름 은 품에 한가득 안았다
는 의미의 한아름 에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포용의 뜻이 담겨있기도 하다 결국
아름다움이란 시선을 끄는 것이다 즉 매력과 멋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즐
거움을 일으킨다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이끌림이 되
는 것이다
세기 디지털 문화가 형성되며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던 놀이 예술 그리고 소통에 대한 욕구
가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현재 표현의 장에는 미디어가 그 중심을 이루
고 있다 미디어는 인간에게 아름다움 에 대한 재탄생이자 플랫폼이다 인간에게 미디어는 공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와 여가, 감정, 지식, 아름다움 등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표현된다. 인간은 미디어를 통해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빠’, ‘요리
하는 남자’ 등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은 미디어를 예술이 대중 속에서 새로운 문
화, 의식, 관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콘텐츠와 그래픽 기술의 발전
이 공감각적 유희성을 나타내며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의 중간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이들은 끊임
없이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감상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확장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미디어는 뉴미디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뉴미디어는 보통 스마트폰, 인터넷, SNS등을
일컫는다. 예술가와 감상자의 소통체계는 뉴미디어를 접하고 큰 변화를 맞는다. 뉴미디어에서 관객
의 참여는 과거의 범위보다 훨씬 더 확대되었다. 20세기에 예술소통에서 수용미학이 주가 되었을
때 감상자가 예술의 주체로 부각되었는데 뉴미디어는 이를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뉴미디
어에서 예술가는 SNS나 게임과 같은 온라인상의 공간을 형성하는 개발자가 된다. 여기서 예술가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기반으로 물질적인 대상 없이 아예 ‘공간 형성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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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현대예술의 확장된 소통

사람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일상까지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뉴미디어 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접근하기 쉬워
지게 되었다 뉴미디어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확장시켜 표현하며 소통한다 더불어 인간들은 편
집을 통한 재창조의 능력도 갖추게 된다 현대의 감상자와 예술가들은 그들이 만든 공간 안에서
자신을 편집하고 세상을 편집한다 세상을 편집해서 자신만의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이제
껏 예술가의 역할이자 특권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소통의 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
본 연구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뉴미디어는 계속
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소통을 전파시켜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고 소통의 장의 형태 또한 성장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즉
예술은 미디어와 만나 자신의 지평을 넓히게 될 것이다
결론

본 논문은 예술이 인간과 인간이 접점을 이루는 소통의 장을 만들며 이를 통해서 인간 내부의
감정이 외부세계로 표현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의 예술가는 공간형성자 로 감
상자는 예술가가 형성한 공간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참여자 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참여자와 공간형성자로 이루어져있는 현대의 예술이 미래 인간 삶에 어떠한 역
할을 하면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 지에 대한 모색을 뉴미디어를 통해 시도해 보았다
미디어는 인간을 결속시키고 소통을 활발히 진행한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는데 있어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세기는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이 집단적으로 소통하고 결정
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사의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자기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기의 만남과
모임은 미디어와 함께 존재하고 표현과 소통 또한 미디어의 역할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디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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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인간의 발전이자 곧 세상의 혁명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성 혹은 감성만을 강조하던 이전시대
와는 달리 세기에는 기술과 인간의 표현이 서로를 위해 발전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즉
이성과 감정의 화합의 시대인 것이다 이 화합은 인간들에게 더 큰 세계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들
에게 진정한 인간의 진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삶은 소통의 창을 넓히고 예술은 끊임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미디어를 통해 인간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끊임없이 넓혀갈 것이고 기술은
발전은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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