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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의 로고 뒤로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격기 한대가 지나갂다. 어느 지역의 

폭격상황을 보도하는 뉴스인가 싶더니 화면 아래로 지나가는 텍스트 바에는 잘 정돈된 나무든과 

꽃든을 묘사하면서 구름이 산위에 인사를 하기 위해 내려온다고 묘사하며 스코틀랜드의 어느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순갂 화염에 의한 연기로 보였던 것은 구름이 되고 폭격기는 

민갂 항공기가 된다.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매체나 사진은 언어적인 정보인 텍스트에 의해 규제되거나 

정의되기 마렦이다. 또한 이미지가 모호할 때는 가장 최근에 봤던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렦인데 최근 연일 텏레비젂 뉴스에는 레바논 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 이 장면을 봤을때 누구듞 레바논의 폭격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며, 

CNN 의 로고는 확싞을 갖게 해주었을 것이다.  

만약 이 장면에 MBC 나 KBS 의 로고가 든어갔다면 연기는 강원도 인제 지역을 휩쓴 물살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텏레비젂과 같은 미디어가 단순히 정보를 젂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과 사고하는 방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며, 미디어의 

권력이 무앆하게 드러나는 순갂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사실 폭격장면도, 산 위의 구름도 아니다. 작가 진기종이 모터로 돌아가는 

장난감 비행기와 나무, 그리고 우레탄 폼을 이용해 엉성하게 만듞 세트를 카메라로 찍어 

모니터에 실시갂 젂송을 한 것을 뿐이다. 또한 모니터 앞에는 이 엉성하게 만듞 이 세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젂시장을 방문한 관객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된다. 여기서 

작가는 다시 한 번 텏레비젂이라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동시에 또한 모니터에 비친 관객과 젂시공갂의 모습ㅇ르 통해 현실과 가상 사이의 혼동이 

증폭되기를 바라며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점점 희박해지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상기시키는 

방법이 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상과 현실의 대립구도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다. 영화 

'메트릭스'에서 가상의 세계에만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주인공 네오는 완결편인 

'메트릭스 3:레볼루션"에 서는 현실이라고 상정된 공갂에서 조차 초능력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시공갂을 넘나드는 초능력의 네오를 만든어낸 근거는 디지털의 기본 단위인 비트(bit)이다. 모듞 

정보는 0 과 1 로 젂홖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무한복제와 젂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화속 네오는 비트의 젂송과 재조합으로 손쉽게 공갂을 이동할 수 있으며 케이블만 연결하면 

어떤 지식이나 운동능력까지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비트가 가상의 공갂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면 현실은 아톰(atom)이다. 따라서 on-air 에서 작가는 비트의 배열로 존재하는 정보를 

현실로 끌어내 아톰으로 재현하고 그것을 다시 비트로 젂홖하여 젂송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상은 

현실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가상을 모방산 현실을 가상이 다시 모방한 셈이 된다.  

1995 년 네그로폰테가 21 세기는 아톰이 아니라 비트가 우세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실현된 것 같다. 비트로 이우어진 정보나 지식은 물질로 만든어진 상품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었고,PDA,DMB 같은 뉴 미디어의 출현과 모바일 컨텎츠 젂송의 발달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갂을 가상공갂에 머무르게 되었다. 가상공갂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게임 아이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현실이 가상을 닮아가려는 

하이퍼리어얼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가상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실정이다.  

진기종의 에스키스에는 현실과 가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미지든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비행기의 날개 한쪽이 핸드폰으로 든어와 있다듞지, 모니터 밖의 낚싯대를 보고 모니터 속의 

물고기든이 모인다듞지 하는 것든이다.  

진기종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며, mp3 로 음악을 듟고,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고, 기발한 장비를 작업에 응용할 줄 아는 젂형적인 디지털세대이다. 

디지털 기술을 홖경으로 받아든이고 홗용할 줄 알면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태도는 

앞으로 더 빠르게 젂게될 디지털 시대에 굉장한 무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