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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인터넷 아트에서의 이미지 특징과 예술적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Artistic Application of the Image 
in Post-Internet Art

노아영*, 이정은**

 Noh, A Young*, Lee, Jung Eun** 

요 약 본 연구는 ‘포스트-인터넷 아트’라는 맥락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이미지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 이미지 안에서의 적용 사례를 분류·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웹2.0의 배경과 확장된 디지털·네트워크 환

경을 포괄하는 포스트-인터넷 아트에서 이미지는, 고정된 형태를 넘어 다양한 포맷으로 변형·재매개되는 성격을 지닌

다. 특히 디지털상에서 저화질로 복제·다운로드·재편집되는 이미지를 히토슈타이얼은 ‘빈곤한 이미지’라 명명하였으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젊은 작가들은 변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포착·재맥락화하고, 다양한 이미지로서 묘사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포스트-인터넷 아트에서의 이미지 적용을 SNS, 운영체제,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수집 후 재

구성한 ‘질료로서 수집된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가공·재맥락화한 ‘작업에서 가공되는 이미지’, 디지털

사회의 단면을 가상과 실재가 결합된 영상·이미지로 나타낸 ‘혼합된 디지털-현실 이미지’로 분류·분석 할 수 있다.

주요어 : 포스트-인터넷, 히토슈타이얼, 수집된 이미지, 가공되는 이미지, 디지털-현실 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nature of image which uses the network as the medium in the 
context of ‘post-internet art’ and categorize and analyze the cases of applications within art images. In the 
post-internet art which embraces the background of Web 2.0 and extended digital and network environment, 
image is transformed and re-mediated into various formats beyond fixed forms. Hito Steyerl defined the image, 
copied, downloaded, and reedited digitally in low quality as ‘poor image.’ Young artists,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capture and re-contextualize the changed network environment and depict it in various images. In 
this context, the application of image in post-internet art can be categorized and analyzed into the ‘Image 
Collected as Material’ produced by collecting and recomposing images found in social media, operating system, 
and website, ‘Image Processed through Work’ which is newly processed and re-contextualized by using editing 
programs, and ‘Combined Digital-Reality Image’ which represents the section of the digital society as the film 
and image that combine virtuality and reality.

Key words :  Post-internet, Hito Steyerl, Collected Image, Processed Image, Digital-Reali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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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논문의 배경

우리는 각종 디지털 기기의 장착과 무선 네트워크

의 사용으로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이미지와 정보를

얻고, 강력한 속도감과 연동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변

화는 표면적인 것 뿐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우리의 의

식을 지배하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수많은 분야의

패턴과 의미를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캔버스나 물감 대신 디지털 기기나 인

터넷으로부터 수집된 이미지가 주된 재료가 되고, 편집

프로그램이 복합적 표현 도구가 되며, 형이상학적 주제

보다 자신이 놓인 네트워크 환경이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하고, 실제 작품과 전시사

례로 녹여내기 시작했다. 디지털상에서 불러오거나 복

제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변주·가공하고, 실재와 가상의

간극을 관찰하며, 오히려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환경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배경이 되

는 포스트-인터넷(Post-Internet) 현상에 주목하고, 그

러한 맥락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는 작품 이미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분석하고자 하였다. 웹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이를 가공·편집하며, 디지털 사회의 단면을 여러 영상-

이미지로 나타낸 작품의 사례를 유형화 및 분석해 보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포스트-인터넷이라는 맥락과

동시대 이미지에 기초하여 포스트 인터넷 아트의 특징

과 이미지 유통,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이미지의 실체

와 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작품 이미지에 적용된

그것의 사례를 분류·분석한다.

먼저 2장의 ‘포스트-인터넷의 특징과 이미지 유통’에

서는 포스트 인터넷의 형성 배경이 되는 웹 2.0과 그에

따른 공유·참여적 예술 행위를 분석한다. 나아가 ‘네트

워크를 통해 순환·변형되는 이미지’라는 맥락에서 상호

작용을 이루고 재매개, 유포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

에 대해 알아본다. 3장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이미지의

실체와 작용’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복제·재포맷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특징과 정

치·사회적 맥락을 응축한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의 ‘빈곤한 이미지(Poor Image)’ 개념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현’에서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전이· 확장되는 이미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네

트워크 환경을 입체적이고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동시

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 배경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포스트-인터넷 아트에서

의 이미지 적용’을 통해, 각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의 특

징을 총 세 가지로 유영화하고 분석한다. 인터넷이나

PC환경을 통해 수집한 이미지를 작품의 질료로 사용하

는 ‘질료로서 수집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다

양한 방안으로 가공·변형한 ‘작업에서 가공된 이미지’,

가상과 실재가 결합된 스토리와 여러 영상 이미지로서

디지털 사회의 단면을 묘사한 ‘혼합된 디지털-현실 이

미지’가 그것이다.

이처럼 연구자는 포스트-인터넷 아트라는 맥락에 기

초하여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이미지의 실체와 작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제 작품에 근거하여 포스트-인

터넷 아트에서의 이미지 적용을 심층적으로 유형화 및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포스트-인터넷의 특징과 이미지 유통

2.1 웹 2.0에 의한 공유·참여적 예술행위

네트워크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가상과 실재의 구분

이점차사라지고, 현실공간과사이버공간이하나로결

합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인터넷 세계가 현실 공간에

침투되거나종국에는완전히통합되는양상또한체감할

수 있다. 웹(web)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참여와 공유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나아가서는 인간과 디지털 기술의

커뮤니케이션 증대가 나타난다. 

이현주·홍미희의 논문에 의하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된 웹 1.0(1990~2000)에서는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와 접속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웹 2.0(2000~2010)에서는 블로그를 비롯한

웹사이트 운영, 동영상 업로드 등 사용자가 콘텐츠의

생산, 소비, 유통을 모두 할 수 있는 개방·참여·공유의

성격이 강화되며, 웹 3.0(2010~2020)에서는 지능화된 웹

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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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대두된다[1]. 접속만이 가능했던 일방향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참여와 공유, 상호작용이 가능한 양방

향적 성격으로 변화한 것이다.

웹의 발전 주기에 따른 인터넷 아트의 변화 또한 확

인된다. 한세영·성정환의 논문에 의하면 웹 1.0시기인

초기의 넷 아트에서는 이메일과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

여 새로운 문자를 조합하거나, 현실 세계와 기존 예술

체계에 반기를 드는 정치 사회적 표현을 낳고, 웹 2.0에

서는 기술적 현상에 착안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는 개방·공유의 성격을 형성

하며, 웹 3.0에서는 리얼리티 공간과 가상공간이 결합을

이룸으로써, 데이터를 물질로 전환하거나 기술적인 진

화를 넘어 감성적인 진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인터넷이 명명되던 시기를,

웹 2.0과 연관 짓는 분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

주는 포스트-인터넷 아트가 2000년대 후반, 넷 아트의

실행이 웹 2.0으로 전환되는 시기로부터 본격화됨과 동

시에, 온·오프라인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공간을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넷 아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분석한다[3]. 차보리는 웹 진화에 따른 구성

기술의 차이와 특징을 정리하는 동시에, 2010년을 전후

해 포스트인터넷에 대한 논의가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포스트인터넷 현상이 웹 2.0에 기인함을 분석한다[4].

이처럼 웹2.0이 가진 참여와 개방의 성격이 포스트-인

터넷의 본격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가 가

진 기술·사회적 맥락이 예술로 전이된 결과인 것이다.

유원준은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예술을 인터넷 아트

와의 연관성과 함께 또 다른 형태로 바라보는데, 초기

의 인터넷 아트가 인터넷이라는 기술 환경에 근거하였

다면, 이후 인터넷이 보편적 환경이 됨에 따라 예술 또

한 간접적인 방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말한다[5].

차보리는 넷 아트와 웹 아트에서 예술가들이 인터넷의

소통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며 이전 미디어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함께 네트워크와 기술적 환경에 바

탕했다면, 동시대는 네트워크의 보편성과 함께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포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분석한

다[6]. 즉 인터넷 아트와의 연관성 속에서, 인터넷의 영

향을 보다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담아낸 것을

포스트-인터넷 아트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지훈의 글에 의하면 포스트 인터넷(post internet)

용어의 시초는 2006년 당시 뉴미디어와 인터넷아트 포

털 리좀(Rhizome)의 편집자였던 예술가 마리사 올슨

(Marisa Olson)이 ‘넷 미학2.0(Net Aesthetics 2.0)’ 토론

회 패널로 참가하여 사용한 것에 있고, 이후 ‘인터넷 아

트가 온라인에서 생겨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

으로 본인의 작업이 인터넷 ‘이후의(after)’의 예술’이자,

“서핑과 다운로딩을 통해 인터넷에서 얻은 재료들에 기

반한 퍼포먼스, 노래, 텍스트, 설치 등”이라 규정한 것

에 있다[7]. 즉 포스트-인터넷 아트는 인터넷 내에서의

표현을 넘어, 강화된 네트워크의 영향을 간접적이고 포

괄적인 맥락에서 담아내고, 온·오프라인을 순환하는 예

술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구예나의 논문에 의하면 작가 아티 비르칸티(Artie

Vierkant)는 포스트 인터넷을 동시대적 결과로 바라보

는 동시에, ‘포스트 인터넷’이 예술을 비롯한 사회적 조

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영향에 의한 문화 생

산 전반이 이것에 포함되는 것이라 주장한다[8]. 안미희

는 포스트인터넷이 문화현상 전반의 표현보다 예술실

천에 한정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고, 포스트인터

넷 조건에서의 이미지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

통되는 것이라 설명한다[9]. 즉 포스트-인터넷이 다양

한 범주와 실천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

미지 또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폭넓게 순환된다

는 사실에 그 중요성이 있다.

진 맥휴(Gene McHugh)는 SNS와 스마트폰 대중화

의 영향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가상현실의 경험

과 닮아가고 있음을 분석하고, 그렇기에 포스트인터넷

이 뉴미디어가 아닌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

칭하는 말이자, 인터넷 영역에 들어가는 여러 미디어와

디지털 장비를 포함하는 것이라 설명한다[10]. 진 맥휴

의 말처럼, 포스트-인터넷은 SNS와 스마트폰처럼 우리

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성격을 반영한다. 인터넷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그 영향

관계에 놓인 다양한 미디어를 포괄하는 것이다. 즉 미

디어 환경이 가져온 가상과 실재의 동화, 그로 인한 인

식과 패턴의 변화가 예술이라는 경로를 통해 어떻게 표

현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2.2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변형되는 이미지

디지털 시대에 와서 이미지는 전통적인 관념과 표현

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확장·변형된다. 김남시는

디지털 기술이 처음부터 기존 예술과는 다른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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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능력을 가짐으로서, 새로운

내용을 예술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음을 분석

한다[11]. 김양호는 이미지가 일반인에 의해 제작, 편집,

배포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SNS 이미지가

종합적이고 관계지향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12]. 이처럼 동시대에 와서 디지

털 이미지는 확산, 공유, 편집의 기능을 내포하고 창조

와 변형의 힘으로서 작용한다.

디지털이 진화할수록 이미지의 영향력 또한 증대되

고 있다. 이미지의 표면적 변화 뿐 아니라 생산·소비 현

상과 관련하여 복제·재생산·순환의 특성이 부각되는 것

이다. 이와 유사한 논지에서 이승훈은 디지털 시대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예술작품이 물질이 아닌 기호로 이

미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지가 많

은 것을 지배하는 ‘이미지 사회’의 시작을 분석한다[13].

나아가 웹 2.0의 시대로 진행되면서 상호작용성이 강화

된 이미지 소비가 프로슈머(prosumer)적 성격을 띰과

동시에, 집단지성 개념을 내포한 웹2.0, 인간·기계 기술

의 공진화를 예견하는 웹3.0의 진행과 관련하여 예술

역시 저자성의 해체를 심화시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한다[14]. 달라진 웹 환경에 기초하여 이미지를

해독하는 맥락이 변화하고, 이미지의 생산 주체와 소비

패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웹의 기술 진화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합일을 이루고, 단일한 저자 개념이 약

화되며 여러 면에서 참여와 공유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혜진은 데이비드 조슬릿(David Joselit)의 『예술

이후(After Art)』의 내용을 토대로, 조슬릿이 논한 ‘이

미지 폭발(Image Explosion), 이미지의 수(Population),

포맷(Formats), 이미지의 힘(Power)라는 네 가지 키워

드에 대해 언급한다[15]. 글에 의하면 조슬릿의 견지는

인터넷 시대에 이미지가 복제·재매개·유포를 통해 강력

한 힘을 내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지는

다양한 포맷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각 컨텐츠이자 “무

한정 재매개 될 수 있는 시각적 바이트인 것”이다[16].

즉 고정된 형태를 넘어, 다양한 포맷으로 변형, 재매개

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위 글에 의하면 조슬릿은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 대

신 ‘웅성거림(buzz)’, 희소성 대신 ‘포화(saturation)’라는

것으로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여기에서 웅성거

림은 좋아요, 리트윗과 같이 SNS상에서 다수의 창발적

행위로부터 유발되는 흐름이고, 이러한 웅성거림을 바

탕으로 한 가치가 포화이다[17]. 이처럼 동시대에 와서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가 내포한 상징적 가치보다, 유통

과 확산·공유의 가치를 형성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접

속과 참여, 공유와 반응이 중요해진 것이다.

III.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이미지의
실체와 작용

3.1 히토 슈타이얼의 ‘빈곤한 이미지’

슈타이얼이 정의 내린 ‘빈곤한 이미지(Poor 

Image)’는 이미지에 각인된 디지털 사회 특유의 특성

과 연유에 대한 이해를 함축한다. 슈타이얼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불리는 전반적 개념을 관통하며, 이미지

를 단순한 시각정보 대신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영향과

정치적 환경변화 등과 연계하여 바라본다[18]. 

슈타이얼은 ‘빈곤한 이미지가’ 움직이는 사본으로

서화질이낮고, 해상도가평균이하인것을지칭하는것

으로, 인터넷을 통해전송, 복제, 다운로드 되고, 재포맷, 

재편집되는 특성을 지닌다 하였다[19]. 또한 “빈곤한

이미지의 경제란 그저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고, 파일을

저장하고, 보고또보고, 필요에따라서무려재편집하거

나 개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 또한 순환함”[20]을

말한다. 김지훈은 빈곤한 이미지에서 원본이 가진 고화

질의아우라와, 화질의우수함, 극장관람의일회성가치

가 사라짐을 이야기한다[21]. 이처럼 빈곤한 이미지는 

원본이가진유일함대신, 디지털데이터특유의공유와

복제의메커니즘을함축한다. 저화질의이미지로서시·

공간을초월하여대중에게로복제·전송되고, 다양한맥

락에서편집·가공되는특성을지니는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결과물이 시·공간을 초월해 장벽 없이 순환

되고 재구성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슈타이얼은‘빈곤한이미지’에서이미지자체의존

재조건과 현실을 강조한다.

“빈곤한 이미지는 더 이상 진짜에 대한, 진짜

원본에대한것이아니다. 대신이미지자체의실체

적인존재조건들, 즉군집형유통, 디지털분산, 균

열되고유동적인시간성들에대한것이다. 이는순

응주의와착취에대한만큼이나, 반항과전용에대

한 것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현실에 대한 것이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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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이얼의 말처럼 ‘빈곤한 이미지’는, 원본이 아

니라 디지털상에서 분산·유동하는, 즉 이미지 자체의

존재 조건을 가리킨다. 저화질, 저용량으로서 가볍게 다

운로드되고빠르게확산되는이미지자체의현실을가라

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한 이미지는 슈타이

얼이 말한 ‘반항’과 ‘전용’의 전략을 통해, 기존 질

서 대신 새로운 세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한

다. 원본의 고화질 이미지가 가진 유일성과 권위의 성격

대신저화질이미지의복제·변형의힘이강조되는것이

다.

이러한 견지에서 슈타이얼의 ‘빈곤한 이미지’는 표면

적 변화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사회적 문맥을 형성한

다. 슈타이얼은 “빈곤한 이미지의 유통이 자본주의적

미디어 생산 라인과 대안적 시청작 경제 양쪽에 반영되

며, 이러한 유통은 혼란과 마비를 가중시키는 데 더해,

사유와 정동의 과열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음”[23]을

이야기한다. 김지훈은 슈타이얼이 주장한 빈곤한 이미

지가 디지털 자본주의에서의 폭력적 순환과 소비 주체

의 무력함을 응축하면서도 물질과 정동의 에너지를 가

지고 있어 체계 비판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가적

성격을 가짐을 분석한다[24]. ‘빈곤한 이미지’가 각종 온

라인 마케팅과 상업화에 의해 불법 전송·유통되는 한

편, 주변화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힘들을 응축해내는 유

대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련의 양가적 성격으로

서, 정보자본주의에 표류하는 암울한 대상인 동시에, 누

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사

고와 참여 형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2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현

오시안 워드(Ossian Ward)는 포스트-인터넷의 특

징이 온라인과 인터넷 문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며, 인터

넷과현실이밀접히연결되면서디지털상의작품과함께

실재하는 물리적 작품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한다[25]. 

이러한맥락에서‘포스트-인터넷아트(Post-Internet 

Art)’는 네트워크의 영향을 내재한 시각문화가온라인

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전이·확장되는 성격을 지닌

다. 특히디지털기술과네트워크환경을반영한예술표

현이 물질성을 띤 채, 오프라인 전시공간을 통해 구현되

고 소통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안진국은물리적이고전통적인예술의형태로회귀하

는듯해보이는최근의디지털-인터넷예술이과거로의

퇴행이아니라, 변증법적방안으로서물리성과근대성을

띠고, 온·오프라인의 경계 해체, 물질·비물질의 혼합

된 성격으로, 포스트-디지털(post digital)시대의 예술, 

포스트-인터넷(post-internet) 시대의 예술로 명명되

고 있음을 분석한다[26]. 이처럼 포스트-인터넷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미지는 일련의 논리적 물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며, 물질과 비물질이 혼합되고 가상과 실재

가 합일된 상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네이티브세대로불리며 1980

년대이후출생한젊은작가들에의해더욱부각된다. 이

와관련하여레이첼웨츨러(Rachel Wetzler)는 2000년

대노동시장의유연함과프리랜서직업군의증대원인이

되는 이메일, 랩탑, 스마트폰 사용을 예로 들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 인터넷에 의한 삶의 변화를 배

경으로받아들이지않고작품전면에변증법적으로배치

하거나, 재맥락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27]. 무엇보다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미지 구성전략은 기존의 틀에

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을 보다 입체적이고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있다. 디지털상의 재료와 원리를 이용하

되, 그것을 새롭게 변주·가공하고 성찰하려는 의지를

내포한다. 새로운맥락을발견하고전환·변형시키는전

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진 맥휴(Gene McHugh)는 포스트인터넷의 진행 과

정과 관련하여 세 번의 분기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만든다는

개념과 함께 생겨난 실험이 첫 번째이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시공간에 대한 개념 논의가 두 번째이

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출현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의 대립 와해가 마지막인데, 포스트인터넷아트는 첫 번

째와 두 번째 시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후의 인터

넷 문화는 개별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28]. 진 맥휴의 설명처럼 네트워크의 변화를 작

품과 전시 개념으로 녹여내기 시작한 현상과는 별개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지닌 특수한 배경이 새로운 조

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유년 시절부

터 계속된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디지털 세계를 다각도

로 경험한 이들만의 특수한 배경에 근간할 것이다. 이

러한 주장을 확장시키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동시

대 젊은 작가들은 온·오프라인 세계를 또 다른 맥락에

서 이해하고, 다양한 이미지로서 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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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권시우는“사용자-주체가동기화할수있는가

상의 주체”로서 ‘유닛’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

에,[29] 디지털환경을기반으로한작가들이가상과현

실을 연결할 수 있는 제한성을 인정한 채, 가상과 현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접경지대로서의 시공간, 즉 유

닛의 리얼리티를 형성”[30]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가상과현실, 그사이공간에자신을위치시키고, 

가상에서의 경험과 디지털상에서의 과정을 현실로 옮겨

갈때생기는오차와왜곡의현상등에주목한다. 가상이

실재로 전환되거나, 디지털상의 경험이 물질성을 띤 작

품으로 구현될 때 생기는 감각과 인지·패턴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인터넷이라는 조류 안

에서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세계를억지로용접하는대신, 양다리를걸친채그것

을관찰하고표현하려는입장에있다. 두세계가가진미

묘한특징을새롭게포착하고이미지로버무려내는행위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IV. 포스트-인터넷 아트에서의 이미지 적용

4.1 질료로서 수집된 이미지

‘포스트-인터넷의 특징과 이미지 유통’이라는 측면에

서 포스트 인터넷의 전반적 개념과 이미지의 특징을 살

펴보고,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이미지의 실체와 작용’

이라는 맥락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의 세분화 된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포스트-

인터넷 아트에서의 이미지 적용’이라는 맥락에서 작품

을 형성하는 태도와 배경, 제작 과정으로부터 발견되는

이미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한다. 먼저

‘질료로서 수집된 이미지’는 웹사이트나 SNS 등에서 수

집한 이미지에 기반 한 작품이라는 공통의 특성이 있

다.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웹사이트, SNS 등에서 이미지

를 일차적으로 추출, 수집, 복사하고, 이것을 재구성한

경우를 가리킨다.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이미지를 수집

하는 과정이 작품의 주요 문맥을 형성하는 경우다. 다

시 말해 작품을 구성하는 질료로서 디지털 이미지를 적

극 수집하고, 이에 바탕 한 분류, 편집, 재구성이 작업

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림 1. <질료로서 수집된 이미지>
Figure 1. <Image Collected as Material> (왼쪽)노상호, <더
그레이트 챕북 II>, oil on canvas, 270×220cm, 2018 (가운데)
압축과 팽창, 'Honey and Tip' 전시 전경 ©난지레지던시홈페
이지 (오른쪽)윤두현, <Mojave Day and Night>, 3.5x20m, 디
지털 프린트 후 벽에 부착, 2019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노상호 작가는 인스타, SNS 등에서 다양한 이미지

를 수집한 후, 먹지를 대고 이를 재구성해가는 작업을

한다. 현시원의 분석에 의하면 작가는 수십 개의 아이

디어와 수 많은 가짜 계정, 짜깁기된 이미지가 편재한

인터넷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

람이다[31]. 노상호 작가의 작업에서의 주안점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이자 다수의 이야기 창고로 작용하는

SNS 속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집·발굴하는 행위에 있

다. 즉 디지털 기반의 수집 행위에 기초하여 이야기가

재구성되며, 이미지가 재창조된다.

미술가 김주원과 안초롱이 듀오로 활동하는 그룹 ‘압

축과 팽창’은 사진을 주 매체로 하여, 사진이라는 데이

터를 수집·가공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상엽은

전시 <허니 앤 팁>에서 200개의 키워드가 이들 각자가

100개씩 총 200개를 선정한 것이며, 이미지 또한 스톡

이미지 웹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입력-선택-구매-출력-

활용’한 과정을 거쳐 전시된 것이라 설명한다[32]. 이들

은 직접 찍은 사진 이외에도 이처럼 웹사이트에서 리서

치하고 수집한 사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미지의 새로

운 생산, 소비, 감상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검색으로 도

출된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 분류, 가공하여

보여주느냐가 작업의 주안점이 된다.

윤두현 작가는 컴퓨터 바탕화면 이미지의 재구성을

통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묻는다. 특히 작가는 디지

털 이미지, 운영체제(Operation System, 이하 OS로 표

기) 환경에서 제공하는 배경화면 이미지를 해체하고 사

무용지를 통해 재조합·확장함으로써, 가상과 현실, 실재

의 경계를 탐구한다[33]. 작가는 macOS가 제공하는 바

탕화면 이미지를 수집한 후, 이를 압축하거나 포토샵으

로 변형을 가하여, 원본과는 다른 상태의 작업을 만든

다. 무엇보다 수집된 macOS의 배경화면이 작품의 근간

을 이루고 주요 문맥을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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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질료로서 수집된 이미지’에서는 SNS, 웹

사이트,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

집한이미지를작품의질료로사용한다는공통의특성이

있다. 캔버스와 물감처럼 물질로 이루어진 재료로서의

개념을넘어, 비물질로구성된디지털데이터자체가작

품의 원료이자, 제작 과정의 베이스가 된다.

4.2 작업에서 가공되는 이미지

‘작업에서 가공되는 이미지’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부터 기존의 이미지를 차용·변주하거나 디지털 편집 프

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주요 맥락

을 형성한 경우다.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편집프로그램

을 통해 대상을 해체, 복제, 중첩, 재조합하고 그 경계

를 실험한다. 특히 ‘작업에서 가공되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교차 편집하거나, 대상에 변형을 가함으로서

새로운 상태와 미감을 만들어낸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상에서의 가공·편집 행위가 회화나 출력물 같은 물질성

을 띤 매체로 전환되었을 때, 어떠한 차이와 간격, 효과

를 발생시키는지에 주목한다. 디지털에 바탕 한 가공

행위가 회화나 프린트물 같은 물질적 대상으로 구현되

고, 실제 전시공간을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물질과

비물질의 혼합,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순환을 보여준다.

그림 2. <작업에서 가공되는 이미지>
Figure 2. <Image Processed through Work> (왼쪽)윤향로,
<Scernshot_3.03.18-001>, 2018_UV print on glass 270x438cm
(1460x3) ©P21 갤러리 홈페이지 (가운데) 정해민, <크로마키>
전시전경, 디지털프린팅, 2019 (오른쪽) 정희민,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If We Ever Meet Again>, 캔버스에 오일과 아크릴,
겔 미디움, 스프레이 페인트, 가변크기, 2020

윤향로 작가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에서 주인공

이 변신할 때 포착되는 화면 이미지를 캡처한 후, 포토

샵을 통해 변형하는 작업을 한다. 인터넷이나, 소셜 네

트워크 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주된 자료로 사용하며,

스캔한 이미지를 가공 후, 최종적으로 회화나 프린트로

표현한다. 디지털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리기와 지

우기를 반복하고, 레이어를 쌓거나, 대상을 재구성해가

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작가는 인사미술공간과의 인터

뷰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고, 레이

어를 통해 작동되는 인지 방법 등에 흥미를 느낀다”[34]

고 말한다. 이처럼 작업은 원본이 가진 고유한 맥락에

서 탈피하여, 디지털을 매개로 사유하는 오늘날의 인지

방식과 시각 패턴을 보여준다.

정해민 작가는 온라인상에 맴도는 이미지를 수집하

고 포토샵을 통해 이를 재구성한 뒤, 최종적으로 프린

트하거나, 회화를 통해 묘사한다. 작품은 “미디어와 인

터넷에 유통되는 기존의 이미지를 콜라주하여 조합하

기도 하고, 포토샵의 페인팅 툴로 직접 그리기도 한

것”[35]이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은 디지털상에서 이미

지를 수집하고, 포토샵을 통해 그린 이미지와 차용한

이미지를 뒤섞어 장엄하고도 확장성 있는 화면을 만들

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정희민 작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축한 이미지의 특

징과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이것이 회화라

는 전통적 화면과 만나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표현한다

[36]. 모델링툴과 그래픽툴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든 후,

아크릴과 오일, 그 밖의 다양한 페인팅 미디엄을 통해

레이어를 쌓아가는 방식으로서 위의 감각을 나타낸다.

작가는 “스크린 속의 세계는 완벽한 알고리듬

(algorithm)으로 작동되는 세계로, 끊임없이 환영을 제

공하며, 그것이 가진 질서 혹은 규율과 무질서한 현실

의 대비로 생기는 일종의 착오들이 나의 작업의 시작점

이 된다.”[37]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작품은 디지털 디

바이스를 통해 구축된 이미지가 다양한 미디엄을 통해

실재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낙차와 감각을 유발하는지

를 보여준다.

‘작업에서 가공되는 이미지’에서는 이처럼 디지털 편

집 프로그램을 통해 원본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모델링

툴로서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해나가는 방안을 보여준

다. 비 물질과 물질,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디지털에 반

응하는 우리의 인지 방식과 시각 상태를 포착해낸다고

볼 수 있다.

4.3 혼합된 디지털-현실 이미지

‘혼합된 디지털-현실이미지’에서는 디지털 사회가 초

래한 영향과 그것이 갖는 포괄적 의미를 그려낸다. 특

히 현실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디바이스·플랫

폼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러 스토리와 이미지를 결합하

는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를 병치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각색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디지털-현실 이미지를 그

려낸다. 인간 인식의 변화와 억압적 기제로의 사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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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불안전함 등 디지털 사회가 가진 이면과 모순

을 드러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상 속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서 혼돈과 갈등을 내포한 오늘날의 상황을 가

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혼합된 디지털 현실 이미지>
Figure 3. <Combined Digital-Reality Image> (왼쪽)김웅현,
<밤의 조우>, 2019, 비디오, 사운드, 컬러, 30분 (가운데) 김
희천, <메셔>, 단일채널 비디오, 컬러, HD, 2018 (오른쪽) 이
희단, <등대로>, 싱글 채널 비디오, 2019

김웅현작가의 <밤의조우>는데이터기반환경이몰

고 온 세계에 놓여있는 인간의 이야기로, 레이 브래드버

리의 소설 『화성 연대기』(1950)의 단편 내용을 각색

한 것이다. 영상 속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한 채, 생존을 도모한다. 작가는 “미디어

를 통해 보도된 사회적 이슈와 가상현실 요소를 조합해

허구의 설정을 뒤섞고, 데이터를 무작위로 모아 직조하

듯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해서 작품을 만든

다.”[38]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이슈를 각

색하는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이 초래할

사회 문제를 흥미롭고도 진지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김희천 작가는 비디오 작품을 통하여, 온라인 공간에

서 우리가 어떠한 물리적 자취를 남기는지에 대해 질문

던진다. 2018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인 <메셔>에서는

인식용물체데이터의수집에바탕하여, 화면조명을통

한인간인증과그밖의다양한폐해에대해드러낸다. 배

혜정·김홍중은 김희천의 <메셔>가 증강 현실 게임

‘포켓 몬’고를 연상시키는 도입부로 시작되는, 6개의

장·3가지의 영상이 교차된 작품으로, 웹캡이나 스마트

폰으로촬영한이미지와함께스마트폰· SNS 프레임이

화면 전면을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한다[39]. 

이처럼 영상 속 이미지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환경을 묘

사한 가상 속 현실이 있고, 그 속에 남겨진 현대 인간의

모습이 응축되어 있다.

이희단작가는개인전 <등대로×기폭제>에서, 기억과

경험, 정서 등이 온라인상에 남겨지고 변질되는 현실을

영상과 설치라는 복합적 방안을 통해 드러낸다. 작가는

전시서문에서“개개인의내면이‘감성데이터’의일

부분으로 온라인에 거의 남김없이 진열되는 요즈음, 기

억과경험의즉각적변질을일으키는바로그매체의속

성을 통해 정서를 보존시키는 길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

문과함께 <등대로>의비중이점차확대되었음”[40]을

말한다. 작가는흡수되고변질되는데이터를‘기폭제’

라는 구조를 통해 묘사하고, 그와는 대비되는 시선에서

이미지가 기억과 충돌하는 지점, 기폭제적 현상에 대항

하는현상을등대로라는장치를통해교차적으로묘사하

는 것이다.

이처럼‘재편집된디지털-현실이미지’에서는동시

대디지털환경을재맥락화하여스토리를각색하거나다

양한 영상 이미지로서 이를 묘사한다. 특히 가상과 실제

를혼합하고현실에바탕한허구의이야기를뒤섞어놓

음으로써, 시·공간의경계가해체되고다양한이야기가

오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연구자는 ‘포스트-인터넷’이라는

맥락 아래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이미지의 실체와 작용

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실제 작품 이미지 안에서 그

것이 적용된 예를 유형화 및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생산과 유통이 합일을 이루고 참여와 개방의

성격이 강화된 웹2.0은 포스트-인터넷의 주요한 형성

배경이 된다. 포스트-인터넷에서의 예술적 적용은 서핑,

다운로딩처럼 인터넷상에서 얻은 재료에 기반하여 실

제 작품을 형상화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네트워크 영향에 의한 문화 생산 전반과 온·오

프라인을 순환하며 유통되는 이미지, 디지털 디바이스

와 플랫폼 환경을 포괄하는 범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인터넷 아트는 동시대 디

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포괄적이며 간접적인 시선으로

담아내고, 그에 따른 인식 및 패턴 변화를 드러낸다. 포

스트-인터넷 아트에서 이미지는 생산과 소비가 합일을

이루고, 참여·공유·확산의 성격이 강화되며, 고정된 형

태를 넘어 다양한 포맷으로 변형, 변주, 재매개되는 성

격을 지닌다.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순환·변형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히토슈타이얼이 명명한 ‘빈곤한 이미

지’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로 복제, 전송,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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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저화질 이미지로서, 디지털을 통해 분산·유통되는

이미지 자체의 현실을 가리킨다. 이것은 불법 전송되고

유통의 가속화를 낳는 정보자본주의의 모순을 응축하

면서도, 대중의 참여와 유대에 바탕 한다는 점에서 대

안과 민주의 성격 또한 지닌다. 나아가 포스트-인터넷

에서 이미지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원리를 함축하는 동

시에 물리적인 실체성을 지니는 것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해체되고, 물질과 비물질이 혼합된 오늘날의 디

지털 환경을 묘사한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는 동시대 젊은 작가들에 의해 대

두되는데, 작품 안에서 다양한 성찰을 담아내고, 디지털

환경을 재맥락화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안으로 나타난다.

가상과 실재라는 이분법적 구분 대신 중간 지대에 서

서, 두 세계를 오가며 형성된 감각과 인지·패턴의 변화

에 주목하는 것이다. 변화된 환경을 포착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버무려내는 행위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포스트-인터넷 아트에서의

이미지 적용을 총 세 가지로 분류·분석 할 수 있다. 먼

저 ‘질료로서 수집된 이미지’는 웹사이트나 SNS처럼 디

지털네트워크를 통해 발견한 이미지를 추출·수집 후 재

구성한 경우이며, ‘작업에서 가공되는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를 차용·변주하거나 디지털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가공·재맥락화시킨 경우다. ‘혼합된 디지털-현실 이미

지’는 스토리의 각색과, 가상과 실재가 혼합된 다양한

영상-이미지로서 디지털 사회의 단면을 묘사한 경우다.

이와 같은 유형화·분석을 통해 포스트-인터넷 아트에

적용된 동시대 이미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다양하게 유

통·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의 실체를 이해하고,

작품 안에 적용된 이미지의 특성을 분류·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

화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이미지 특성과 기능을 이해

하고, 작품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표현될 수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가늠해 보는 시각을 마련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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