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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말했다 : 창가쪽 자리 주세요 



튜브 물감의 발명 



철도의 등장 



Camera Obscura 





현대미술의 시발점 

1822 니엡스 최초 이미지 정착 
1839 사진의 발명 공식발표 



미메시스 가치의 상실 

“회화는 내일부터 죽었다” 
                          

                         Paul De La Roche 

보는 법 재인식 – 현대 추상회화의 등장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사람들이 그동안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 예술의 전체적 성격
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았다” 

 

고전적 미학을 폐기하고 당대의 기술적 발전에 조응하는 
새로운 미학의 페러다임 제시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1 
19세기 초 사진의 발명을 필두로 시작된 복제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예술의 개념과 기능에서의 변화, 생산과 수용에서의 

변화 양상을 기술 
 

2 
새로운 예술론을 통해 파시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 맞설  

문화정치학 내지 정치적 미학을 제시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Aura(아우라) 의 붕괴 

조건 1.  
 

사물을 공간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보다 더 가까이 끌
어오려고 하는 것은 현대의 대중이 갖는 열렬한 욕구이다. 

조건 2.  
 

현대의 대중은 복제를 통해 모든 사물의 일회성을 극복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지각의 심화 

영화는 사물을 확대, 정지, 연장, 압축하여 보여주는 카메라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 시각의 무의식적 공간을 확장 



생산조건의 변화 

산업혁명의 결과 

Production → Reproduction 
 
 

Prototype → Stereotype 
 



디지털 혁명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근골조직 – 공작기계 
                   맥관계통 - 파이프라인 

                    정보혁명의 패러다임 
                     

  무게가 나가지 않는 S/W 

                    가상적 가치들 

비물질화 
   → 



“오늘날의 생산조건 하에서 예술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현실 가상 

혼합현실 

혼 
합 
현 
실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AV 가상증강 

가상과 현실의 접점 HCI (Human Computer Interface) 
미디어 아트의 탄생 



디지털 매체는 창작의 성격을 바꾼다 

아날로그 사진 – 존재하는 것 증명, 인식 
 

  컴퓨터 그래픽 – 존재하지 않는 것의 상상 
합성매체 

자율적 동작주 
(autonomous agent) 

궁극적 메타매체 

과거 창작 – 물질성을 가진 오브제를 제작 
 
디지털 예술 실천 – 오브제와 관객의 관계를 디자인 

모든 감각자료를 0 과 1 로 환원 



Stelarc <Ping Body, 1996> 

“과거의 생물학적 문화에서 나의 신체가 내 자신을 규정한 것과 똑
같이, 지금의 네트 위에서 내가 차지하는 범위가 나를 규정한다. 나
는 엄격한 의미에서 무게가 없고 차원이 없다.” Roy Ascott 



Jeffery Shaw <The Golden Calf,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