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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앨리스온 인터뷰코너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한국미디어아트 영역에서 꾸준히 작업을 진행시켜 온 작가 유비호를 만났다. 지난 몇 년간, 미디어아트라는 용어의 테두
리 안에서 가벼운 개념과 소재를 뒤집어쓴 예술작품들이 전시장에 펼쳐지면서 예술의 진정한 의미 찾기 보다는 흥미위주의 전시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었다. 
오늘날 미디어아트영역에서 끊임없이 발달되고 있는 기술의 영향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의 진행과정과 결과물들이 주는 현상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미디어아트작가들은 이
러한 기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새삼 알게 된 유비호작가의 결심이 있다면, ‘미디어아트’라는 측면보다는 이제는
좀 더 ‘아트’라는 용어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 작업의 개념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들, 혹은 첨단 기술에 의해 지배될 수도 있는 환경에서 한걸
음 물러나 미디어아트를 통한 진정한 예술적 의미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 년 간 다양한 미디어작업을 해오면서 한국 미디어아트영역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 작업을 현재까지 발전시켜온 유비호 작가를 이제 만나보기로
하자.

dramastation 1.5 전시장 광경

앨리스온: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디어아트 영역에서 꾸준히 작업을 진행 시켜오셨는데,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시점이 한국미디어아트 초창기의 어려운 시기가 어느 정
도 지난 활성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 당시 미디어아트 작업을 하셨던 현실적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유비호: 시기적으로 2000년도 하면 세기가 바뀌는 시점인데 이 당시에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벤트적 행사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을 보자면 국가에서 새로
운 장르의 산업육성을 위해 창의성이 강한 벤쳐기업 등을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이벤트 및 시민정신과 맞물린 문화생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형성되던 과정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다수의 작가와 기획자 분들이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 때는 미디어 작업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뉴미디어개념의 작업이라
기보다는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인 매체가 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말 부터는 특히나 컴퓨터가 개인용으로 상용화되어,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환경 때
문에 저 또한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업 및 영상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시기라고 봅니다. 

앨리스온: 영화의 활성화와 영상매체들의 일반화로 인해 미디어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미디어작업을 하시기 바로 직전의 전공이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요.

유비호: 저는 회화과 출신이지만, 대학 초기부터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 영상작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호기심을 비롯하여 정적인 그림이 주는
감각과 표현외의 다른 장르와 표현방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의 생각들로 인해 현재 제가 영상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리스온: 미디어아트라는 용어와 전시의 개요는 일반적으로 매체의 기술적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개인용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많은 현대미술작가들이 다중매체를 자신의 작품에 결부시키면서 작업을 발전시켜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유비호 작가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작
업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그러한 계기가 디지털 문화현상에 대한 예민성이었는지, 작품의 개념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궁금합니다.

유비호: 복합적으로 두 개가 다 엮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도 그림 구상할 때는 드로잉을 하여 최초의 이미지를 생산해 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한창 진행시키고 있는 영상
이라는 매체를 제 앞으로의 작업 전반에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있다면 2000년도부터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영상은 제 작업의 내용들을 자
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였기에, 다른 매체를 선택을 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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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Silence on October 11th, 2007 

앨리스온: 디지털이라는 속성은 화면의 변형, 차용을 통한 이미지 변화가 자유스러워 기존의 캔버스의 화면과는 작업을 표현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미디어아트
작업의 최초의 결과물들은 녹화를 통해(가령, 비디오아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유비호작가의 작업영상물들은 어떠한 제작방식을 통해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작업방식이 초기영상작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유비호: 2006년도 2007년도 전까지는 회화적 그림을 기본으로 영상작업을 만들었습니다. 회화는 화면을 배치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저는 영상물에 인위적인 장면을 연출하
여 이미지를 배치시켰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들을 꼴라주하듯 영상화면에 임의적으로 배치시켰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를 기점으로 저는 영상에 시나리오를 삽입했습니다. 이 시
나리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통해 영상작업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요. 가령, <Beyond Silence>는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는 소망들을 비롯하여 현재 불가능한 것들을 가
능한 요소의 이야기로 각본 하여 영상작업으로 제작해 내는 것이 였습니다.

앨리스온: 임의적인 이미지의 배치를 통한 영상으로 작업의 내용을 전달할 때 보다는 영상자체에 시나리오가 첨가되면서, 작업이 이야기 하는 개념들이 좀 더 구체화 되었다고 보
는데요. 작업의 시나리오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비호: 작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는 장애인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작업인데, 이것의 내용은 장애인이 어려운 현실적 역경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극복을 통한 새로운 삶을 긍정적
으로 지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작업인 <Beyond Silence>《My Way》라는 작업은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일반적 남성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회사에 취업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반복적인 행위, 이를 위해 사회의 통제시스템에 수긍하면서(그곳을 탈피하고 싶지만)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야 하는 일반적인 남성의 고뇌
를 그린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가족을 꾸려가면서 느끼는 고민들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렇듯, <Beyond Silence>는 인간의 사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는 일상
적인 이야기들을 담아 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온: 싱글 채널과 비디오작업을 주로 하셨는데, 앞으로 작업을 표현하는데 있어 3차원적인 기술 혹은 가상현실의 기술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요? 작업의 화면에 이미지의
인위적인 배치는 결국 가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작업에 담아내신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상과 현실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작업에서 어떻게 표현해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
다.

유비호: 제가 구상하는 영상장면들은 파라다이스개념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또 다른 세계, 즉 현실을 이탈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는 꼴라주를 통해 장면을 구상하기도하고 네러티브를 가지고 현실 불가능한 것들을 이상적인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
분에서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기술과 매체에 대해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미디어
환경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작업부분에서는 테크놀로지의 중심보다는 제가 지향하는 가상적인 이미지장면의 내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미디어아
트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일반적인 속성 때문에 미디어아트 자체에 미술외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해체 때문 일 수도 있고, 미디어자체가 아트의 영역보다는
생활적인 부분에 너무 깊게 침투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언어들이 어떠한 인터페이스에 구현하고 어떠한 모양새를 통해 현실공간에 대입시키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미디어작업들이 현실과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침투되어야 뉴미디어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토대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미디어아트’라는 용어의 강조보다는 ‘아트’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진행시키고 싶습니다. 
 
앨리스온: 미디어아트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이기도 한데, 미디어아트 영역에서의 작업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기술적 혹은 사회적 환경 등등) 또한
이러한 환경들 때문에 작품을 표현하는데 한계점을 경험하셨다면 어떠한 점이 있습니까?

유비호: 미디어는 그 속성상 다양한 기술과 자본이 만나야 하는 매체이고, 미디어의 태생을 보면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타 장르와 같이 섞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타 장르와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데, 그러한 모임자체가 활발히 움직이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타 장르와 엮어서 프로젝트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미디어아트
에 대한 결과물들이 다양화되긴 하지만, 각 장르마다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각 장르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될 때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로써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곧 순환되어 앞으로는 다양한 시도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앨리스온: 기존에 해외에서도 전시를 해오셨는데, 미디어아트영역에서 해외와 국내적 상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유비호: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는 미디어아트 작업을 위한 기본 토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미디어문화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국내는 이 부분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미
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과 문화적 기반으로 결성되어 미디어의 정신성에 근간을 두어 활동하는 단체와 작가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근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디어아트에서의 일시적인 전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지한 고민들과 함께 미디어아트영역의 시스템이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미디어아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담론들을 발전시킨다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실험들이 한국적인 상황들에 맞게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디
어자체의 속성에는 국가경계의 개념은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앨리스온: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비호: 지금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적인 작업 내용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영상매체에서 아날로그적인 것이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프로그램을 통한 공공미술형태의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작업 컨셉이 현재는 하이테크보다는 로우 테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아날로그적인 코드로 공동체에 관한 감정과 생각들을 영상으로 다룰 생각입
니다. 다양한 아이템이 머릿속에 있는데, 차후에 작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앨리스온: 바쁘신 가운데도 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통해 찾아뵈었음 합니다.

유비호 작가
http://RYUBIHO.org
bihori@empal.com
ryubiho@gmail.com
82+(0)17+242+4371

 

'interview > Artis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학승, 소리, 환경 자각하기 _interview  (0) 2008.09.19

주재형, 애니메이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활동에 대한 탐구_interview  (0) 2008.08.13

한승구, 수많은 얼굴들을 통한 자아 탐색_interview  (0) 2008.06.20

홍지윤, 새로운 동양화 존재방식을 제안한다_interview  (0) 2008.05.14

박진호, 기억이 서사이고, 사람이 공간이다_interview  (0) 2008.04.15

유비호, 현실을 이탈한 또 다른 세계의 창조_interview  (0) 2008.02.19

이배경, 시간을 매개로 소통하다._interview  (0) 2008.01.07

김태은, 미디어 인자(因子)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_interview  (0) 2007.12.06

이진준, 독창적 문법과 언어를 향한 실험적 성찰 _interview  (0) 2007.11.07

김영섭, 개념을 담은 소리, 소리를 담은 오브제_interview  (0) 2007.10.01

전병삼, 테크놀로지와 예술 사이. 당신과 내가 있다._interview  (0) 2007.08.02

Be the first of your friends to like this.Like

구독하기공감

http://ryubiho.org/
mailto:bihori@empal.com
mailto:ryubiho@gmail.com
https://aliceon.tistory.com/category/interview
https://aliceon.tistory.com/category/interview/Artist
https://aliceon.tistory.com/863?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825?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772?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735?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703?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641?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590?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542?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496?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474?category=237204
https://aliceon.tistory.com/332?category=237204
javascript:;
javascript:;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