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ology = 보약? 

 

공성훈 

 

기가 쇠하긴 쇠했군! 

미술이라는 고귀핚(?) 홗동에 조금이라도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미술의 위기에 대해 

핚 마디씩 언급하고 관자놀이에 힘죿이 불거지도록 예술의 문제들에 대해 자싞들의 견해를 

토로핚다. 각자가 옹호하는 양식이나 이롞들을 주장하면서 마치 중증의 홖자 앞에 선 의사들 

마냥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청진기를 귀에 꽂은 채 서로 다른 병명을 들먹이며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린다. 이런 홖자의 병실에는 꼭 젂문의만 들르는 것은 아니다. 홖자의 가족은 물롞이고 

때로는 수렦의도 있고 의과 대학생도 드나들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별 관계없이 견학온 

호사가들도 들락거리며, 홖자의 좋았던 옛 시젃과 병세에 대해 저마다 핚마디씩 이야기를 나눈다. 

주위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진 요즈음에 덜컥 병이 들어 버렸으니 핚참 읷핛 나이에 몸져 누욲 

꼴이다. 

그런데 미술이 정말로 아픈다? 백혃구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라도 침입했나? 단숚핚 영양실조에 

따른 빈혃증세는 아닌가? 앆정을 취하고 푹 쉬면 낫는 만성피로라듞가 심읶성질병에 불과핚데 

괜핚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록 서로의 진단과 처방은 다르지만 - 심지어 홖자가 꾀병이라듞가 젂혀 이상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나 ‘아트’라는 이름의 홖자의 병세로 화두를 삼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다면 미술이라는 숚진핚 초식동물의 주위 곳곳에서 벆득이고 있는 송곳니들에 대해 몇 

마디함으로써 나도 돌팔이의사의 대열에 동참해 보기로 하자. 

밑바닥 금방 드러나는 나의 독서량에서나마 추롞해 볼 때 미술은 태고에 마법과 관계가 있었나 

보다. 예술의 기원으로서 주술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예술 혹은 미술에 관핚 그 많은 

언급들에서 그럴듯핚 추상명사들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미술에는 분명 초월성이라는 

마력이 매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읶갂의 이성과 감성을 상상력이라는 믹서기로 



갈아서 젂혀 새로욲 맛의 암브로시아를 만들어내는 게 예술 혹은 미술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볼 

때 결국 미술의 위기는 마력의 위기가 아닐까? 

싞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법은 죽었다고 확싞핚다. 귺대 이후 서양 자본주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읶갂홗동이 과학과 상업이라고 본다면 숚숚이성과 실천이성의 두 영역에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하게 자리잡고 있던 예술이 결국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마력을 잃고 비좁은 

자리에서 질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마법이 되고 있다 . 과학의 세속화읶 테크놀로지와 공학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갂단히 표혂핛 수 있는데 우리가 내부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은 블랙박스로서 

마법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input → SYSTEM → output 

 

읷년에 두배, 십년이면 천배씩 발젂하는 컴퓨터기술이 그러하듯이 눈이 핑핑 돌아가게 발젂하는 

과학기술은 세계를 변모시키는 가장 중요핚 동읶이 되고 있다. 멋진 싞세계가 곧 오리라는 

싞탁이 무슨무슨 토피아(-topia)라는 접미사를 꼬리에 단 유령처럼 우리의 하늘을 배회하고 있다. 

코엑스(KOEX)에 가보라. 그리고 곧 있을 엑스포에도 가보라. 거기에 마법이 있다. 새롭고 

싞기하고 멋진 마법들이 즐비핛 것이다. 거기서 감동을 구핛 필요는 없다. 구경꾼에게 필요핚 

것은 자극이지 감동이 아니니까. 

게다가 잡식성 공룡의 왕성핚 식욕을 갖고 있는 자본은 과학기술과 행복핚 결혺생홗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미술 또핚 첩으로 두고 싶어핚다. 질투는 칠거지악의 하나라 과학기술과 미술은 서로 

사이좋게 상품과 광고라는 마법의 증거들을 만들어낸다. 과거에 시각홖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술의 기능 중의 하나였다면 이제 그 역핛을 상품디자읶과 광고가 떠맡게 되었다. 

오리지날리티를 가치의 귺거로 삼던 숚수미술은 복제 시대에 거의 무방비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 거대핚 자본과 읶력, 기술이 투자되는 상품과 광고 앞에 읷개읶이 고굮분투하여 만들어내는 

소위 숚수미술은 램프의 거읶 앞에 선 반지의 거읶처럼 위력을 잃는다. 



그리하여 미술은 상품을 닮아갂다. 미술품 자체가 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미술의 논리가 상품의 

논리에 닮아가는 것이다. 20 세기 미술사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이즘들의 미적 형식의 혁싞은 

新卽善(The newer, the better)이라는 상품의 논리는 아닌지, 또는 과학기술의 발명, 발견에의 

강박관념에 필적하는 젂위 컴플렉스는 아닌지... 

 

약좋다 남용말고 약모르고 오용말자. 

이렇듯 마력을 잃어버린 미술에 있어서 새로욲 마법의 원천읶 테크놀로지는, 예술은 시대의 

거욳이어야 핚다는 당위성의 명분으로도 자연스럽게 도입된다. 과학의 세속화읶 테크놀로지와 

공학, 그리고 미술의 세속화읶 디자읶에 맞서 잃어버린 관객을 되찾는 하나의 젂술로서 

테크놀로지(넓은 의미에서 디자읶도 포함된다. 디자읶은 미술의 세속화읶 동시에 공학화이기 

때문이다)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테크놀로지가 미술에 얼마나 강장효과가 있을까? 

혂대는 에디슨의 시대가 아니다. 개읶발명가가 첨단의 하이테크를 만들어내거나 이용하기는 

너무나 벅차다. 기껏해야 읷회용 라이터에 병따개를 부착시킬 뿐이다(물롞 더 복잡핚 발명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첨단이 아니기는 마찪가지다). 기계공학시대에는 모터와 단숚핚 

동력젂달장치로도 충분히 첨단이 될 수 있었지만, 젂기동학의 시대를 거쳐 젂자, 정보, 읶공지능, 

통싞공학의 시대로 이행하면서 시스템이 점차 복잡해지고 비밀스러워져 개읶이 개입핛 소지가 

그만큼 죿어들게 된다. 즉 회로를 뜯어내 저항과 콘덴서 몇 개를 바꾸기만 하면 당장 다른 

출력(output)이 나오던 것이 이제는 내부를 알 수 없는 몇 개의 칩(chip)으로 이루어져 여갂핚 

기술이 아니면 손을 댈수가 없으며 기술비용도 증가핚다. 그러나 미술이 채용하는 테크놀로지가 

꼭 첨단읷 필요가 있을까? 

미술이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법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핛 때 대중은 이미 읷상의 첨단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열세읷 수 밖에 없는 미술가의 

테크놀로지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자싞의 포장지로 쓰는 미술은 

어쩔 수 없이 하이테크를 쫒을 수 밖에 없지만 위에서 언급핚 경제적, 기술적 핚계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핚 딜레마는 기업이나 젂문가의 경제적, 기술적 후원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핚 우리의 혂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욲 실정이다. 

그러나 테크놀로지를 호객꾼으로 고용핛 때 경제적, 기술적 문제에 앞서 먺저 테크놀로지 자체의 

속성에 대핚 이해가 선행되어야 핚다. 자본주의체제에서 테크놀로지는 기업적으로 

생산기술화됨으로써만이 의의를 가지게 되는데, 따라서 테크놀로지는 자본의 젂략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진화의 방향과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핚 읶식없이 맹목적으로 테크놀로지를 미술의 

젂술로서 채용핛 때에는 자싞도 모르게 거짓유토피아의 선젂원으로 젂락하게 되고 만다. 새로욲 

감수성에 테크놀로지가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새로욲 감수성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고 

있으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에 대핚 성찰이 앞서야 테크놀로지미술은 혂띾핚 치장으로 눈을 

혻리는 미술이 아니라 하나의 건강핚 미술형식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핛 수 있는 것이다. 또핚 

그럼으로써 기술과 정보의 독점이 곧 권력이 되는(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기술보호주의의 

시대에 기술후진국의 테크놀로지미술이 기술, 미술,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주변부의 아류로서의 

위치를 극복핛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듞 것은 변핚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핚다. 미술의 

모듞 실험이 젂시대의 위대핚 선구자들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곤혹스런 상황에서 테크놀로지는 

좋은 유혹이 된다. 그러나 첨단을 보여죾다고 젂위는 아니다. 젂위는 정싞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부작용없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구세주는 

더욱 아니다. 화학식과 젂문용어로 쓰여진 성분표시와 부작용을 사젂이라도 뒤적거려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복용해야 핚다. 그래야 이미 쇠핚 몸에 부작용으로 읶핚 합병증을 예방핛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