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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on Asia 소개글

: 경계와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무브 온 아시아 2009 (Move on Asia 2009)》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큐레이터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행사로 전시, 포럼과 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큐레이터 모임은 주제를 선택

하고 이 주제에 맞는 비디오 아트 작품을 추천한다. 이 행사는 수평적 의사 결정 방식이기에 정치적으로

는 민주주의를, 데이터 형태인 비디오 작품과 담론이 아시아를 순회하기에 철학적으로 유목주의를 기반

으로 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비디오 아트의 종말(The End of Video Art)’이다. 이는 《무브 온 아시아》가 선택했던 매체

(싱글 채널 비디오)에 대한 시대적 성찰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비디오 아트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비디오 아트가 이전에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중 문화 생산물, 즉 대중 

미디어(뮤직 비디오, 영화, 광고 등)와 매우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비디오 아트가 

사회와 현실을 지향하기보다는 폐쇄적인 자아 안으로 함몰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싱글 채널의 전시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즉 개별 작업들을 일반적 영사 방식을 탈피하여 특정한 

물리적 방식으로 보는 방식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세 번째일 것이다. 

비디오 아트의 정체성과 장르적 특성을 새롭게 범주화하려는 이 노력은 지역적 전제, 즉 아시아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본 전시는 이 ‘맥락’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경계’를 비디오 

아트를 통해서 재편해보고자 한다. 현대미술의 변방처럼 간주되었던 몇몇 국가는 이제 막 비디오 아트를 

선보여주고 있고 이들 작품들을 이미 현대미술이 발전하고 오히려 ‘종말’을 직면하게 된 다른 국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하면 좋은 대비를 보여 줄 것이다. 

결국 이번 《무브 온 아시아 2009》가 던지는 질문은 ‘아시아와 비디오’ 두 요소의 경계와 범주 그리고 양

자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관계일 것이다. 우리는 비디오 아트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의 범주화, 서구 현

대미술과 아시아 현대미술의 간극과 그 준거로 비디오에 대해서도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성용희.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Move on Asia Foward

 :  Re-looking of Boundary and Relationship

 《Move on Asia 2009》, the event which is held regularly by Asia based curator network, consists 
of exhibition, forum and publication. The way of progress is firstly to select the theme of each 
year’s《Move on Asia》 by curator network and then works of video art would be recommended by 
them which politically claim to stand for democracy. After making a collection of video art which can 
be sending by dematerialized form and discourse on online, these things are re-distributed to each 
Asian country and in this way the exhibition moves on Asia. That is, philosophically it is based on 
nomadism. 

For this year the curators select the theme, ‘The End of Video Art.’ The theme reflects the media 
of《Move on Asia》. In other words, it could be understood as the progress of self-reflection about 
single channel video art. The recent trend of single channel video art shows different aspects than 
before. First of all, it interchanges with other cultural products which were the target of criticism in the 
past, especially with popular culture. Second of all, single channel video art which is closely connect-
ed with popular culture in a formal way shows a tendency to aims at closed and isolated individual 
rather than aims at sociality and the realities of life. Last of all, the display of video art develops instal-
lation beyond the simple display, compared with past  《Move on Asia》 or other video art exhibitions. 

To categorize the ident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video art in the 21st century, this trail refuses to 
remain simply in the video art. This is rather to be connected to regional premise, which is Asia. This 
exhibition would like to reorganize the existing category of Asian contemporary art. Some Asian 
countries where they used to categorize into edge of contemporary art start to show video art just 
now. The video works from these countries are developing rapidly as a part of contemporary art and 
it would be a good comparison when it show the works from the other Asian countries where the 
video art faced with end of video art.

 《Move on Asia 2009》 would like to ask the boundary and the category of ‘Asia and Video’ and point 
out fateful relationship between two elements. 

SUNG Yonghee_ Curator, Alternative Spac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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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BESSER  
Professor, Media Arts Preservation, New York University, USA

: Why Video Art Preservation Requires Special Handling

Over the past decade, practices for video preservation have stabilized. A number of guidelines have 

been widely distributed, and technologies for video restoration and reformatting have emerged. But 

these practices and technologies are optimized for handling the most common types of video content; 

they are not appropriate for many elements that are found in video art. In this paper we will outline 

some of the key attributes found in video art that fall outside the generalized guidelines and technolo-

gies, and that require special handling. 

1. Video Preservation 

Video recordings have a relatively short life. Older recordings become unplayable due to chemical 

instability (causing the metal particles to stop adhering to the tape) or to format obsolescence (quadra-

plex, U-Matic, beta, VHS…). The approaches that cultural institutions have used for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older media do not work particularly well for video preservation. 

Libraries often preserve paper materials by moving them to an offsite storage facility with a stable at-

mosphere (low temperature and humidity). Art Museums use a similar approach with paintings. These 

organizations can retrieve their works from storage 100 years later and expect the works to be as 

useful as they were when they were placed in storage a century before. But this method will not work 

for video collections. 

Because of format obsolescence, organizations with collections of videos must not only monitor the 

physical deterioration of their videos, but they must also monitor the commercial marketplace and the 

obsolescence of the machines used to play the various videos formats they possess. If an organization 

has a large collection of U-Matic videotapes, they need to know at what point in time they will no longer 

be able to obtain a U-Matic player, repair or get parts for the U-Matic player they have, or be able to 

connect their U-Matic player to more contemporary machines. 

Any approach to video preservation must encompass Reformatting – copying of video content from 

older physical formats to newer ones (Besser, 「Viewing Problem」, 2000) And, due to rapid format 

obsolescence, any preservation plan must involve reviewing format choices at a very minimum of once 

per decade. 

But reformatting raises the risk that something in the work might be changed during the reformatting 

process. Archivists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issues of authenticity and evidence of works un-

der their care (Besser, 「Custodial problem」, 2000). We will discuss concrete examples of how refor-

matting may affect video art works in the section ‘Special Attributes’ below. 

Increasingly, video art is produced, edited, and distributed in digital form. With increasing digital distri-

bution, we have begun to see works that can no longer be “frozen” in a videocassette, but that depend 

upon links and interactions with other works and/or human beings. For example, Mary FLANAGAN's 

<Phage>(2002) is dependant upon personal files, internet downloads, and websites visited – a set of 

external elements to the art work itself. Christian Marc SCHMIDT’s <Marketscape>(2007) is depend-

ent upon the Standard & Poors index of daily stock market activity. Both of the works mentioned are 

dependent upon dynamic external resources – resources that are constantly changing. In addition, 

SCHMIDT’s work (like many other contemporary pieces) gives the viewer some degree of control of 

what they see. Works that depend upon external resources or humans pose serious challenges to 

preservation, challenges that we will not deal with in this article. Some of these challenges are being 

addressed by art museums trying to ask artists what future trade-offs in display of their work would be 

acceptable (the Variable Media initiative of the Guggenheim and Langlois Foundation), or trying to deal 

with the multitude of problems facing conservation of time-based works (such as the Matters in Media 
Art project of MoMA, The Tate, SF-MoMA, and The New Art Trust ). 

Generalized Guidelines and Technologies 

Since the start of the new millennium, a significant number of works have been published with the 

aim of helping organizations deal with video preservation issues. Some of these deal with general is-

sues.3),10) Some of these focus specifically on issues around digital reformatting.4),7),8),9) But very few of 

these2),5) try to deal with works involving more than a single videotape. Most guides and instructional 

material deal with single-channel video and ignore multi-channel pieces (such as Vito ACCOONCI’s 
<Remote Control >(1971), Bruce NAUMAN’s <Clown Torture >(1987), or Sara DIAMOND’s <Patternity > 

(1990) and installation works (such as most of the works of Nam June PAIK). So very few of these 

guides address the wide range of issues faced by complex collections of video art. 

Just as most guides focus on preservation of the broadest types of materials (such as those found in 

the large number of single-channel collections of documentaries and broadcast television), the tech-

nologies for reformatting also are optimized to deal with the type of signal and problems normally found 

in standard videotape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eat progress in creating technologies that 

will reformat videos with only a very minimum amount of human intervention. Technologies can auto-

matically correct a wide variety of problems present in the original tape --pinking or greening, chroma 

flux, color shifting, jitter, top-screen tearing, or signal noise. The problem is that some video artists 

purposely create artifacts that video reformatting tools think are video problems. So these tools may 

sometimes attempt to correct what they perceive as video errors, thus altering the work of art. In the 

section on ‘Special Attributes’ we will outline some of these attributes within video art works that may 

pose problems for automatic reformatt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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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splay Devices 

One of the most critical looming problems for video preservation will revolve around appropriate video 

display. Video artists are much more particular about how their works are displayed than are the mak-

ers of other types of video. Some video artists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technology used 

to display their work, or about how their work fills a screen. 

The device used to display video for the past 50 years, the cathode ray tube (CRT), will soon be 

obsolete. In the near future no vendor will be selling new CRT devices; these will soon be replaced 

by flat-screen panels using display technologies like LCD or plasma. But certain video artists (such 

as Gary HILL) have stipulated that their pieces should only be shown on CRT devices. So a number 

of museums have started stockpiling CRTs to use as replacements when devices currently used to 

display some pieces of video art wear out. 

Another looming problem for video preservation is the rapid shift from video displays with a 4:3 aspect 

ratio to displays having a 16:9 ratio. Almost all new video displays sold in the United States have the 

16:9 ration that is optimized for high definition. Most video productions over the past 50 were made in 

the 4:3 standard definition ratio. Most creators of conventional video works are content to have their 

4:3 pieces shown centered on 16:9 screens with black bordering on both the left and right sides. But 

some video artists have designed their works to fill a screen, and would not like their work to be shown 

with large black borders on the two sides. 

4. Special Attributes 

As mentioned above, reformatting tools have been optimized to automatically correct for common 

video problems. But these common problems in conventional video works are sometimes indistin-

guishable from attributes that video artists intentionally place within their works. Here are a number of 

attributes that automatic reformatting tools might unintentionally alter within works of video art: 

• Bad Signal – Many video art works purposely mimic a bad signal. Joan JONAS’s <Vertical Roll 
>(1972) has rolling frames. Pipilotti RIST’s <I’m Not the Girl Who Misses Much >(1986) has rolling 

frames, some skewing, and looks out of focus. Martha ROSLER’s <If It's Too Bad to Be True, It Could 
Be DISINFORMATION >(1985) has both snow and rolling frames. Gary HILL’s <Mirror Road >(1976) has 

skewing, pixilation, and color shifts. Automatic reformatting tools tend to interpret these attributes as 

bad signals and may try to ‘correct’ them. 

•Contrast – Video art works such as Bruce NAUNMAN’s <Walk with Contrapposto >(1968) have 

purposely low-contrast segments, while other works such as NAUNMAN’s <MAPPING THE STUDIO II 

with color shift, flip, flop, & flip/flop (Fat Chance John Cage) >(2001) have segments with a very specific 

contrast. Automatic reformatting tools tend to lower the contrast of high-contrast segments, and raise 

the contrast of low-contrast segments. 

•White Segments, Black Segments, Flash Frames – Video art works can have white segments, 

black segments or short flash frames. For example, Gary HILL’s <Electronic Linguistic >(1977) includes 

a variety of flash frames as well as segments of blackscreen with a few tiny white dots. But automatic 

reformatting systems can mistake the white dots or flash frames for imperfections in the video and 

attempt to remove them, and can read the blackscreen as a ‘problem’ (or even as an end-of-tape 

markers rather than as effects intended by the artist. 

•Special Effects – Early analog video art special effects such as those generated by Dan SANDINE’s 

<SANDINE Image Processor >, Nam June PAIK’s <Wobbulator >, and David JONE’s <Design Lab Frame 
Buffer> can look like ‘problems’ to a video reformatting tool, which will try to ‘correct’ these. 

•Sound Levels – Some video art pieces like Gary HILL’s <Soundings >(1978) purposely have unclear 

or distorted sections of sound or sounds that may periodically be very soft or very loud. Automatic 

reformatting systems tend to even out sound to a medium volume throughout. 

•Intentional Use of Visual Elements That Look Like Decay – Works such as Steina and Woody 

VASULKA's <Decay #1 and Decay #2 >(1970), Ken JACOB’s <His Favorite Wife Improved >(2008), and 

Seungho CHO ‘s <1/1 >(2001) purposely include elements that look degraded or decayed. Some au-

tomatic reformatting systems may try to ‘repair’ this decay. 

5. Conclusions 

Video art poses a number of preservation problems beyond those posed by conventional video works. 

Guidelines for conventional works seldom deal with multi-channel works or installation works. And with 

single-channel works, one must be very careful in using reformatting tools that may accidentally alter 

parts of the work by assuming that they are mistakes that need to be corrected. And changes in the 

commercial marketplace for display devices poses other problems for video art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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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는 이제 더 이상 비디오카세트 안에서 ‘얼어있는’ 작품이 아닌, 사람과 개개의 작품들 간의 상호작용

을 발생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예를 들어, 메리 플라내건(Mary FLANAGAN)의 <Phage>(2000)는 개인 소

장 파일과 인터넷 다운로드, 웹사이트 방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외부 요소들이 작품 자체로 이어

진다. 크리스천 마크 쉬미트(Christian Marc SCHMIdT)의 <Marketscape>(2007)는 시장의 스탠다드 앤 푸

어스(Standard & Poors) 재고 인덱스(stock index)에 기반을 둔 작품이다. 위에 언급한 두 작품 모두 역동

적인 외부 자원에 의존한다. 이 외부 자원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한다. 게다가 쉬미트의 작품은 (많은 현대 

작품들과 같이) 작품 감상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감독, 통제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외부 자원이나 사람들에게 의존한 작품은 보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의논은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예술박물관에서는 이런 문제 대하여 논의 하면서 예술

가들에게 미래의 작품전시에서는 어떤 형태가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려 애썼다. (The Variable 

Media Initiative of the Guggenheim and Langlois Foundation). 또한 시간에 기반을 둔 작품들은(가령, 

The Matters in Media Art Project of MoMA, the Tate, SF-MoMA, and the New Art Trust ) 어떻게 관리, 

보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 일반적인 관리지침과 기술 (Generalized Guidelines and Technologies)

2000년도 이래로 비디오 보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기관들을 돕고자 상당수의 작품들이 출판되었

다. 어떤 작품은 일반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3),10) 어떤 작품들은 디지털 리포맷팅(초기화) 주제에 각별

한 관심을 기울였다.4),7),8),9) 그러나 이들 중 어떤 것도 하나의 비디오테이프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려고 시

도하는 작품은 거의 없었다.2),5) 단일 채널 비디오(single-channel video)를 다루는 관리지침과 교육 자료

들이 대다수였고, 멀티채널 작품들(예를 들어, 비토 아콘치(Vito ACCONCI)의 <Remote Control >(1971), 

부르스 나우마(Bruce NAUMA)의 <Clown Torture >(1987), 또는 사라 디아몬(Sara dIAMON)의 <Patter-

nity >(1990)과 작품설치 (가령, 대부분의 백남준 작품)에 대해서는 소외되었다. 그러므로 비디오 아트의 복

합 컬렉션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지침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대다수의 관리지침서가 방송 매체(다큐멘터리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사용하는 단일 채널 컬렉션 등에서 많

이 찾아 볼 수 있는 예들)의 보존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리포맷팅에 관련한 기술이나 이런 종류의 비디오테

이프에서 발생되는 문제, 즉 신호의 종류를 다루는데 최적화 되어왔다. 최근에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하

는 비디오 리포맷팅 기술이 많이 향상, 개발되었다. 이런 기술들은 자동적으로 원본 테이프에 있는 다양하

고 방대한 문제들(예를 들어 pinking or greening, chroma flux, color shifting, jitter, top-screen tearing, 

or signal noise)을 자동으로 수정한다. 그러나 어떤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의도적으로 인공결점을 만들어

내는데 문제는 이 자동 비디오 리포맷팅 기술이 이것을 비디오의 결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술 장치는 오류로 감지한 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여 예술 작품을 원래의 의도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특별한 요인들(Special Attributes)’에서 자동 리포맷팅 기술 장비가 비디오예술 작품에서 발생시킬 수 있

는 문제요소들에 대하여 점검해보도록 한다.

Howard BESSER  
Professor, Media Arts Preservation, New York University, USA

: 비디오 아트 보존에 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가?

과거 십여 년 동안, 비디오 보존을 위한 관리법이 안정화 되어왔다. 많은 관리 지침들이 널리 배급되었고 

비디오 복구 기술과 리포맷팅(reformatting, 데이터 초기화 기술)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제도와 기술은 

대부분이 비디오 콘텐츠(contents)의 종류를 다루는데는 최적화되었으나, 비디오 아트의 요소를 다루기

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아트의 특징에 맞는 일반적인 관리 지침과 기술들

을 논하기로 한다.

1. 비디오 보존 (Video Preservation) 

비디오 레코딩(recording)은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갖는다. 오래된 레코딩은 화학물질의 불안정성 (화학물

질이 테이프에 고정된 금속입자를 분리시킴)과 더 이상 상용화되지 않는 형태(예, quadraplex, U-Matic, 

beta, VHS 등)로 재생이 불가능하다. 문화 단체에서 오래된 미디어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 온 방법은 

비디오의 보존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도서관은 종종 인쇄 자료들을 낮은 온도와 습도의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특정 장소로 옮겨서 보관을 한다. 

예술 작품을 위한 박물관은 유사한 방법으로 그림들을 보존한다. 이와 같은 기관들에서는 100년 후에도 

예술 작품들을 보관 장소에서 다시 꺼낼 때에도 보관할 당시처럼 유용한 상태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비디오 컬렉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기존 레코딩 형식이 오랜 시간이 지나 사라지게 되면서(format obsolescence) 비디오 수집 기관들은 비디오 

자체의 부식과 오염(physical deterioration)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현재 소유

한 장비의 유효성과 소비시장까지도 감시, 감독(monitor)해야만 한다. 만약 유메틱(U-Matic) 비디오테이프

의 거대한 컬렉션을 소장했다면, 이 기관은 어느 순간에 유메틱 비디오 플레이어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지

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메덕 플레이어를 언제까지 수리할 수 있는지, 혹은 더 최근의 기계에 유메틱 플

레이어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야만 한다.

비디오 보존의 어떤 방법이라도 재생을 위한 리포맷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리포맷팅이란 오래된 

형식의 비디오에서 그 내용을 복사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Besser, 「Viewing Problem」, 

2000). 비디오 저장형식의 빠른 변화로 인하여 어떠한 보존 계획이라도 최소한 십 년에 한 번씩 저장형

식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그러나 리포맷팅 할때 때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다른 무언가의 영향으로 작품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기록보관인(archivist)은 특히 작품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증거(evidence of 

works)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Besser, 「Custodial Problem」, 2000). ‘특별한 요인들(Special 

Attributes)’ 부분에서 리포맷팅이 비디오 아트 작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하여 자세한 예를 가지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비디오 아트는 점점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되고, 수정되며, 배급되고 있다. 이런 증가 추이에 있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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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 장비 (Display Devices)

비디오 작품을 보존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고유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방법이

다.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하여 다른 비디오 제작자보다 더욱 관

심을 갖는다. 어떤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기술과 자신들의 작품이 어

떻게 화면을 채우는가에 대하여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지난 50년 동안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CRT(cathode ray tube) 브라운관은 이제 곧 사라져 버릴 것

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CRT 장치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도 사라질 것이다. 이제 곧 이것들은 LCd나 

플라즈마(plasma)와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평면 스크린으로 교체될 것이다. 그러나 여

전히 게리 힐(Gary HILL)과 같은 특정 비디오 아티스트는 자신들의 작품이 반드시 CRT 장치로 디스플레이 

되는 조건을 요구한다. 그래서 많은 수의 박물관은 특정 비디오 작품을 재생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

는 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때를 대비한 대체할 수 있는 CRT 장비를 대량 비축해두고 있다.

비디오의 보존 문제에 대두되는 다른 문제는 기존의 4:3(가로 세로의 비율) 비율의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비디오 

디스플레이의 대부분이 Hd(High definition)에 최적화된 16:9의 비율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50년간의 대

부분의 비디오 제품은 4:3 표준 비율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기존 비디오작품 예술가는 좌우측

으로 검은 경계선들이 나타나지만 기꺼이 16:9 비율의 스크린의 중앙에 4:3 비율로 맞추어진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그러나 어떤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스크린을 꽉 채울 작품을 고안하고 스크린의 양쪽 가

장자리에 검은 경계선이 드러난다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지 않는다.

4. ‘특별한 요인들 (Special Attributes)’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리포맷팅 장비는 대부분의 비디오의 문제점을 자동으로 교정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비디오 작품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때로는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설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리포맷팅 장비가 실제 수정해야 할 오류와 의도된 오류를 구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자동 리포맷팅 장비가 비디오 작품 내에서 부지불식간에 수정해버린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배드 시그널(Bad Signal) - 많은 비디오 아트 작품들은 고의적으로 배드 시그널을 모방한다. 존 조나

스   (John JONAS)의 <Vertical Roll >(1972)은 롤링 프레임(rolling frames)을 사용하였다. 피필로티 리스트 

(Pipilotti RIST)의 <I’m Not the Girl Who Misses Much >(1986)라는 작품 또한 롤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졌

고, 고의적인 비대칭(skewing) 구조와 초점(focus)에서 벗어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의 <If It's Too Bad to Be True, It Could Be dISINFORMATION >(1985)라는 작품 역시 흰 반

점 (snow: 전파가 약해서 생기는 화면의 흰 반점)과 롤링 프레임을 작품에 사용하고 있다. 게리 힐 (Gary 

HILL)의 <Mirror Road >(1976) 역시 비대칭(skewing), 픽실레이션(pixilation), 색감의 흔들림(color shifts) 

등의 의도적 오류 현상을 사용하였다. 자동 리포맷팅 장비는 이런 요소들을 배드 시그널(Bad Signal)로 인

식하여 모두 ‘수정(correct)’하려고 한다.

● 명암대비(Contrast) -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의 <Walk with Contrapposto>(1968)와 같은 비

디오 아트 작품은 의도적으로 낮은 명도 대비(low-contrast segments)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그의 <MAP-

PING THE STUdIO II with color shift, flip, flop, & flip/flop (Fat Chance John Cage)>(2001)이라는 작품

은 특정적인 대비를 강조한 세그먼트(segments)를 사용하였다. 자동 리포맷팅 장치는 이런 높은 명도 대

비의 사용을 낮게 조정하고 낮은 명도대비는 높게 재조정하려고 한다.

● 흑백 세그먼트와 플래시 프레임(White Segments, Black Segments, Flash Frames) - 비디오 아트 

작품은 화이트 세그먼트(white segments), 블랙 세그먼트(black segments)혹은 짧은 플래시 프레임(flash 

frames)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게리 힐(Gary HILL)의 <Electronic Linguistic>(1977)의 경우 다양한 플래

시 프레임과 검은 스크린에 아주 작은 하얀 점들을 찍어내는 세그먼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동 리포맷

팅 시스템은 이 하얀 점들과 플래시 프레임을 비디오의 오류로 인식하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리

포맷팅 시스템은 또한 이 검은 스크린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혹은 아티스트들의 의도된 효과로 

인식하기보다는 테이프의 종료상태로 인지하기도 한다). 

● 특수효과(Special Effects) - 초기 아날로그 비디오 아트의 특수효과들은 댄 샌다인(dan SANdAIN)의 

<SANdINE Image Processor >, 백남준의 <Wobbulator >,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의 <design Lab 

Frame Buffer >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특수 효과들 또한 비디오 리포맷팅 장비에서는 ‘문제’로 인식되고 

이것들을 ‘수정’하려고 애쓴다.

● 사운드 레벨(Sound Levels) - 어떤 비디오 아트 작품은 고의적으로 소리를 왜곡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정한 간격 동안에 매우 부드러운 혹은 매우 큰 소리를 조절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게리 힐(Gary HILL)의 <Soundings>(1978)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동 리포맷팅 시스템은 어떤 정도

에서 벗어난 소리들을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볼륨으로 재조정하려고 한다.

● 붕괴(Decay) 현상처럼 보이는 비주얼 요소(Visual Elements)의 의도적인 사용 (Intentional Use)  

스테나와 우디(Steina and Woody VASULKA)의 <decay #1 and decay #2 >(1970), 켄 제이콥(Ken 

JACOB)의 <His Favorite Wife Improved >(2008),  조승호의 <1/1> (2001)과 같은 작품들은 모두 의도적

으로 파괴되거나 질 나쁜 화면 요소들을 사용한다. 어떤 자동 리포맷팅 시스템은 이것을 오류로 인식하여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5. 결론 (Conclusions)

비디오 아트는 기존의 비디오 작품들이 제시한 것 보다 더 많은 보존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기존 작

품들을 위한 관리지침은 멀티채널 작품(multi-channel works)이나 설치작품(installation works)에 관해서

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리포맷팅 장치를 싱글채널 작품(single-channel works)에 사용할 때 가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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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장치가 작품의 일부를 실수나 오류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수정함으로써, 작품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상업시장의 변화는 또한 비디오 아트 보존에 대한 

다른 문제들을 대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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