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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가상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물의 다양한 속성에 관한 시공간

적 표현은 동시대 매체 미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물의 표면을 경계(boundary)로 그 경계

면의 상하 공간, 경계면과의 거리감, 물그림자, 물의 투영성 등을 통한 시공간 표현에 관한 것이다. 대상 작

품으로는 빌 비올라의 <Reflecting Pool>을 중심으로,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설치 작품,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를 사례로 제시한다. 다양한 미술 매체를 통해 변형된 시공간성은 물 표면이라는 매개체와의 관계적 특

성 안에서 이미지의 환상성을 부각한다. 

키워드: 물(water), 표면(surface), 빌 비올라(Bill Viola), 레안드로 에를리치(Leandro Erlich),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시공간성(time and space), 환상성(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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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은 물 표면의 시공간성을 변형한 시각적 유형에 관한 연구이

다. 물의 표면, 물그림자 반영 이미지는 나르시스 신화와 같이 환상의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담론화되어 왔다. 물이라는 미디어 매개체로 

미학적 의미를 생성한 작품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다양한 매체들이 대상을 표현의 영역으로 차용하지만 특히 영상 

미디어는 기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거나 재생하여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상상의 설정들을 가시화한다. 빌 비올

라의 영상에 나타난 변형된 시각 현상은 합리적 시점의 틀을 넘어 

매체를 통해 관람자의 경험이 되고 환상이 구체화되어 실현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물 표면의 시공간성

1.1 물 표면의 반영성, 시간성의 변형 표현

Fig. 1. Bill Viola, Reflecting Pool, 7 min, 1977-80 

<Reflecting Pool>에서는 한 남자가 물에 뛰어드는 순간 공중 

부양한 상태로 멈춘다. 정지된 대상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서히 사라진다. 허상의 물그림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실시간의 속도로 비춰준다. 한 공간 안에 다른 시간들이 조합되어 

펼쳐지는 꼴라쥬 환상 이미지이다. 이 연속적 이미지는 비디오 매체를 

통해 디지털적인 시간으로 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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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 표면의 투영성, 시공간성의 변형 표현

Fig. 2. Swimming Pool Fig. 3. A Bigger Splash

에를리치(Leandro Erlich)는 물의 표면을 착시의 공간으로 나누어 

관객들을 참여시켰으며 그들은 물 표면에 이미지로 투영되었다. 그리

고 그 위, 아래 공간으로 관객의 시점이 교차한다. 호크니(David 

Hockney)의 <A Bigger Splash>에는 마치 사건이 즉발적으로 연출

된 듯한 서사성이 담겨있다. 물 표면, 물결의 형태를 탐구했던 그는 

이 그림에서 물결 모양을 생략하여 모노크롬으로 처리하고 물방울이 

튀는 극적인 순간을 색채 대비와 함께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2. 물 표면과 시공간 변형 이미지의 표현 분석

위에서 언급한 작가들은 물 표면을 주제 구현의 환상적 인터페이스

로 보았다. 그 표현 매체에 의해 드러난 시각적 이미지는 아래의 

표(Table 1.)와 함께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Table 1. Water Interface and Art Image

빌 비올라는 <Reflecting Pool>에서 물의 반사적 속성으로 인터페

이스를 보여준다. 영상은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 반영 

이미지와 함께 비디오 안에서 크로노스 시간을 지속시키다가 편집을 

통해 카이로스 시간으로 변환된다. 그는 일상성, (비)물질성, 생명 

등의 테마를 함축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비올라의 물 표면은 거리감

(distance)을 보인다. 반면 에를리치는 현실(reality)의 영역에서 물 

안쪽으로 투영되는 이미지를 비현실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물 인터

페이스 공간은 초현실적 환상성을 보인다. 호크니의 <A Bigger 

Splash>는 물의 순간적인 형상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물 안팎 공간 

이동을 응축한 내러티브 양상으로 표현되었다.

IV. Conclusions

가상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많은 변형의 시도들이 요구되고 있다. 미디어 인터페이스로서의 

물 표면은 물의 다양한 속성(반영, 투영, 물결, 물방울 등)으로 환상의 

매개체가 되어왔다. 이러한 물 표면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두고 빌 

비올라는 영상 작품, <Reflecting Pool>에서 물의 반영 이미지를 

유지한 채 생명의 물질성에 비물질성을 내포하여 변형된 시간성을 

구사했다. 에를리치는 그의 설치 작품, <Swimming Pool>에서 물의 

투영 이미지를 이용하여 일상의 공간을 환상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그 영역을 관계성의 미학 안에서 확장시키면서 공간을 연출했다. 

또한 호크니의 회화 작품, <A Bigger Splash>에서는 크로노스 시간을 

암시적으로 제공하면서도 변화된 공간의 모습을 순간 포착하여 내러티

브를 생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시각 이미지, 다양한 매체, 미디어에 

대한 (비)물질성, 공간에 대한 시점변화, 순간적인(momentary) 유동

성, 시공간성 변형, 환상성을 다뤘다. 향후 물의 물리적 속성과 이와 

관련한 미술 매체 표현의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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