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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사회에서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조건으로 자리 

잡은 영상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때 

영상 미디어란 장치(device), 플랫폼(platform), 콘텐츠(contents) 등과 같은 

유•무형의 미디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미디어에 한 기존의 교육적 

이해는, 다양한 미디어가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들에 해 상이한 접근 방식(예컨 , 디지털•인터넷•스마트 등)을 

취해왔다. 또한 텍스트 언어에서 차용한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 개념을 

미디어와 연결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과 같은 능력이 

핵심으로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체코 출신의 미디어 이론가 빌렘 플루서가 제안한 

“기술이미지” 개념을 통해 현  영상 미디어 전체를 관통하는 본성을 

포착함으로써, 기술이미지의 특성에 기초한 영상 미디어의 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플루서는 기술이미지가 이미지, 텍스트에 이어 인간이 

만들어낸 세 번째 상징체계(코드)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코드는 각각 

상이한 차원의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기술이미지의 등장으로 인간은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인식•경험•가치 판단•행위 모두를 망라하는 

총체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졌다. 

플루서가 이와 같은 기술이미지 개념을 통해 포착하고 싶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 그중에서도 기술이미지가 도래한 탈산업사회에서 

‘유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유’다. 기술이미지란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상징으로, 이때 장치의 핵심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있다. 

따라서 기술이미지를 다루는 인간 역시도 자동화된 장치 프로그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플루서가 보기에 그런 장치 프로그램에 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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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야말로 탈산업사회 인간의 자유이자 유희이며, 이것이 바로 미디어 

교육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목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언제나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플루서가 추구했던 탈산업사회 인간의 자유 역시도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플루서가 탈산업사회 인간의 존재 방식을 

‘유희하는 인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오늘날 삶의 

조건으로서의 미디어를 교육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청소년 세 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행복은 영상 미디어라는 삶의 조건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은 기성세 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새로운 미디어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역시 오늘날의 

새로운 존재 방식에 걸맞은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빌렘 플루서, 기술이미지, 영상 미디어, 프로그램, 코드화, 미디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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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가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유튜브에 깊숙이 빠져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청소년 세 는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영상 

미디어 속에서 콘텐츠의 수용자로서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미 인기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으로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한 어린이•청소년 유튜버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의 콘텐츠 또한 놀이, 실험, 먹는 방송(먹방), 댄스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초등생 장래 희망 선호도 조사에서 유튜버가 

꾸준히 상위권에 자리한다는 사실은 어린이 세 가 유튜브를 향해 갖는 

높은 관심을 잘 보여주며(송옥진, 2018; 한치원, 2019),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 또한 

주목할만하다(정지혜,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유튜브라는 특정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상 미디어에 

전반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런 영상 미디어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해 보인다. 물론 유튜브가 등장하기 전에도 

우리는 신문, 잡지, TV, 영화 등을 통해 언제나 미디어 앞에 노출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영상 

미디어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환경으로 자리 잡았다. 영상은 이미 TV,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이 상영(screening)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기에서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벽이나 길거리의 간판 같은 일상적인 모든 

사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독일의 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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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 기술복제 시 의 예술작품 」

(1936/2007: 42)에서 지적한 것처럼 토 가 되는 유물론적 하부구조의 

변화에 비해 상부구조의 변화가 훨씬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영상 

미디어의 등장 이후 오랜 기간 변화해온 미디어 환경의 결과를 우리는 

이제서야 파악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코로나-19 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사태를 기점으로, 전 세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면 접촉을 자제하며 점차 비 면 접촉을 활성화하는 

생활 방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이재은, 2020). 물론 이전에도 

영상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 방식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있어왔지만, 전염병이란 요인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의 소통이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임을 일러주었다. 결국 많은 

사람의 예상처럼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인류의 삶의 방식은 총체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비 면 소통을 위한 영상 미디어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영상 미디어는 더이상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상이거나 관심과 흥미의 상이었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조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영향력은 기성세 보다 어린이•청소년 세 에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영상 미디어는 시공간을 초월한 

편재적(ubiquitous) 환경이 되어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어린이•청소년 세 는 그렇게 영상 미디어가 

전면화된 조건의 미래 사회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영상 미디어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상이기에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 역시 그런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 환경이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영향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든지 교육의 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상 미디어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든지 간에, 영상 미디어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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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교육학자들 역시 큰 관심을 갖고 영상 

미디어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적 경험을 연구 주제로 다뤄왔다. 

교육 현장에 영상 미디어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크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중 첫 번째 갈래는 기존의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데 새롭고 유용한 수단으로 영상 미디어를 도입하는 ‘도구적 

접근’이다. 2000 년  초반부터 개별 교과는 각자의 교과 내용에 알맞은 

방식으로 영상 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해왔다. 이런 접근에서는 기존의 

교과 지식을 전달하거나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특히 영상 미디어가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다는 특징에 

주목한다(류지헌•정혁두, 2009: 132; 이진아•이옥희, 2013: 478). 

이런 도구적 접근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각자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영상 미디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영상 미디어보다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교과의 

내용이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상 미디어의 교육적 가치를 

제한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이런 

접근에서는 영상 미디어 자체가 가진 교육적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재적인 지식의 전달이나 학습을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차원에서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에 영상 미디어를 도입한 사례 중 두 번째 갈래는 ‘언어적 접근’으로 

규정해볼 수 있다. ‘언어적 접근’에서는 영상 미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미디어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을 ‘매체’1로 규정하고, 그런 매체를 의사소통의 수단인 

 
1 본래 ‘매체’라는 용어는 ‘미디어’(media)라는 외래어의 번역어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철학적•미학적 논의에 있어 이 둘을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매개라는 의미에서 ‘매체’와 ‘미디어’를 

구분 없이 혼용할 것이다. 다만 연구의 제목에서처럼 기본적으로 ‘미디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며, 교육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지칭할 때는 필요에 따라 ‘매체’로 

표현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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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표적으로, 2007 년 국어과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매체 언어”란 이름의 선택 과목이 설정되었으며 2 , 2015 년 

교육과정에서 다시 “언어와 매체”란 이름의 과목이 도입되었다(신호철, 

2014: 368). 

미디어를 언어로 간주하는 교육적 접근에서는 텍스트 언어의 문해력을 

뜻하는 ‘리터러시 ’ (literacy)란 용어와 미디어를 결합한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개념이 핵심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개념이 비록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는 미디어에 

한 포괄적인 이해•활용 능력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처럼 그 내용에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교과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져 

왔다(최병모•박길자, 2004: 269 참고).3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현장의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표적으로 렌 매스터맨(Len 

Masterman, 1998: x; 안정임, 2002: 12 에서 재인용)과 같은 학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특정 교과에만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민주시민에게 공통적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능력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시민적 소양인 비판적 분석•이해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초로 강조한다. 

 
2 2007 년 도입된 ‘매체 언어’란 선택 과목은 2 년만인 2009 년 폐지되었다. 

3 최근에는 소위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으로 요약되는 

미래형 융합인재 교육의 영향 아래, 시각적 표현능력 신장을 위한 사진•영상 교육 사례를 

연구한 논문도 있다(임성환•박소영, 2018). 연구자가 보기에 이런 접근은 영상 미디어를 

교육에 적용하던 기존의 두 흐름이 혼합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의 사유나 

상상의 결과물을 (특히,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 인만큼 영상 미디어를 표현 

수단(즉, 언어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측면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결국 

수리적•과학적•공학적 결과물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도구적인 측면도 

갖는다. 따라서, 미디어에 접근하는 기존의 두 가지 교육적 관점(도구적 관점과 언어적 

관점)이 지닌 한계가 이런 접근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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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언어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미디어 문화에 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자 “학습자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학습자 주도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비판성”과 “자기 주도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김아미, 2015: ix).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기초한 언어적 접근이 앞서 소개했던 

도구적 접근보다 미디어의 본성에 더 근원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안정임 외(2017)의 연구는 그런 시 적인 요청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회 병리적 문제의 해결책 내지 만병통치약으로 

거론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그 미디어가 새로운 가능성을 넘어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가시화될 때마다, 항상 단골 해결사로 거론되었다. 

미디어가 만들어 낸 문제이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1960 ∼ 1970 년대 영화나 텔레비전의 영상 폭력과 선정성이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될 때에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비판적 영상 읽기 교육은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었다(Buckingham, 2004). … 그러나 실제로 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디어 폭력성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그로 인해 

미디어 폭력의 피해가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안정임 외, 2017: 6) 

 

안정임 외(2017: 6)는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가 그 내용과 방법에 한 면 한 이론적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6 

진단한다. 이들의 지적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는 

미디어학과 교육학의 상이한 두 흐름 아래서 진행되어 왔다. 그중 

미디어학에서는 미디어 자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현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교육학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교육과정, 교재의 개발 등에 집중해왔다. 한편으로는 이런 분리가 두 학문의 

고유한 역할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영역 사이에 의미 있는 교류가 일어나지 못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논의가 깊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한계 또한 분명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미디어학과 교육학 사이의 의미 있는 교류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계속해서 미디어 환경은 빠른 속도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된 것도 불과 10 년 남짓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IoT 기술의 

일반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디어학에서 규정하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에 

한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던 기존의 흐름에서 점차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 

기술이나 능력에 중점을 두는 흐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결과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다시 도구적이고 기술적인 의미로 

축소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안정임 외, 2017: 8). 

이와 비슷하게 교육 현장 내에서도 미디어와 교육의 관계가 점점 더 

복합적으로 변해가면서, 도구로서의 미디어와 언어로서의 미디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김아미(2015: vii)에 따르면, 

이제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분명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에 ‘ 한’ 교육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미디어에 한 접근 방식에 관계없이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모든 교육이 전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안정임 외,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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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임 외(2017: 9)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재정의와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런 과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통적 

내용이나 교육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현 상황에 적합한 틀과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아미, 2015; 안정임 외, 2017: 10 에서 재인용) 

 

연구자 또한 최근의 미디어 교육 담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의 유사한 개념이 서로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혼용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위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분명 미디어 교육의 논의를 지금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선, 디지털이나 인터넷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것들 사이의 

공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교육적 

개념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봉착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래 텍스트 언어에서 고안된 개념인 리터러시와 미디어 사이의 연결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일이 더 중요해 보인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정교화 혹은 재개념화하기 전에 먼저 미디어와 

리터러시 사이의 연결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미디어에 한 기존의 

교육적 접근이 지닌 한계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미디어의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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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임(2002: 6)의 지적처럼 “하이퍼텍스트”로 규정되어 온 현  

미디어의 특징은 말 그 로 텍스트를 넘어서는 것이자 “시작도, 끝도 없는 

고리의 연쇄”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로서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쇄매체의 선형적(linear) 특성, 즉 문자 의존적인 텍스트 문화, 완결성에 

기초한 닫힌 텍스트 구조에 싫증 ” 을  느끼기 쉽다는 안정임(2002: 6)의 

지적은 미디어에 한 우리의 접근이 텍스트를 기초로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텍스트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의 외형과 구조 모두가 선형적이라는 

점인데, 이것은 텍스트가 선형의 문자로 표현되어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선형적인 쓰기-읽기 방식으로 구조화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영상 미디어를 표면(surface)에서 마주하며, 표면에 드러난 

영상 미디어를 선형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순서에 따라 

순환적으로 읽어낸다. 한 책을 읽을 때 모두가 처음 마주하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한 화면을 마주할 때 각자가 처음 마주하는 화면 속 요소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영상 미디어로 총칭할 수 있는 현  미디어 일반은 

기존의 텍스트 언어와 구별되어야만 하며, 영상 미디어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의미 역시 텍스트 언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비평가인 닐 포스트만(Neil Postman, 1971)이 

설명한 리터러시 개념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고대로마시대의 리터러시는 알파벳 문자, 기껏해야 편지의 해독 정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터러시는 문학과 동일시되었고 

쓰기 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과 10 여년 전만 해도 

“보편적 리터러시”라 하면 읽고 쓸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하면서 용어의 정의도 변화를 거듭해왔다. 오늘날 

리터러시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Postman, 1971: 26; 안정임, 2002: 1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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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만의 설명처럼 리터러시 개념의 새로운 정의가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해할 때, 그것은 기존의 텍스트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리터러시 개념은 과연 새로운 유형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영상 미디어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인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영상 미디어가 그저 텍스트 언어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언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의� 존재� 방식을 예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교육적 담론 안에서 검토되었던 

미디어의 개념이 텍스트 언어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 왔으며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개념 또한 텍스트에 기반한 리터러시 개념에 기 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점이 포착하지 못했던 영상 미디어의 근원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특성을 통해 살펴본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 미디어의 본성은 지식이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문해력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일종의 언어로 

간주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물론 영상 미디어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부분적이거나 주변적인 

특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상 미디어의 교육적 검토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영상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를 제 로 이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상 미디어에 전적으로 노출된 채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청소년 세 에게 정작 필요한 교육을 제 로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영상 미디어를 교육 실천에 적용해온 시도만큼이나 그것의 교육철학적 

검토 역시 활발하게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정영근의 연구는 2003 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상 문화의 교육철학적 탐구를 이어왔으며, 200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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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학회 학술 회에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철학적 전제를 검토했던 

서용순의 연구도 있다. 이후로도 장사형(2009), 윤영태(2011), 전숙경(2011) 

등 여러 학자가 미디어와 교육의 관계를 교육철학의 연구 주제로 다뤄왔다. 

미디어에 한 이와 같은 교육철학적 논의는 다시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디어 교육이 점차 도구적인 측면으로 

편향되는 것을 지적하며 미디어에 한 이해와 (비판적) 사유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에 한 최근의 논의가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크게 집중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전자의 흐름은 앞서 말했던 미디어 리터러시로 요약될 

수 있는 교육 담론의 일종으로서, 그것의 한계는 미디어 리터러시 논의의 

한계를 그 로 계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논의에서 주장하는 

비판적 사유 능력이란 결국 텍스트 언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합리성에 

기초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자의 흐름, 즉 디지털 미디어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하려는 

논의는 인식론•존재론•방법론과 같은 포괄적인 교육학적 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길만하다. 표적으로 정영근의 연구는 ‘디지털’, 

‘문화’, ‘영상’ 등을 주제어로 삼아 디지털 미디어 시 의 교육학적 이해를 

포괄적으로 시도해왔다. 특히, 정영근(2003: 210; 2004: 153 참고)의 논의는 

문자 매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영상 매체(영상 이미지)를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 교육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정영근의 논의는 첫째, 영상을 

텍스트와는 구분했지만 기존의 이미지(그림)와는 구별하지 않고 분석했다는 

점(정영근, 2003: 219; 2010: 202 참고)과 둘째, 광학적•전자적 복제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와 TV 를 디지털 기술 이후의 영상 미디어와 상이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정영근, 2004: 153)에서 여전히 영상 미디어 일반의 

함의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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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디어가 기술적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을 기존의 

이미지(그림)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넘어서 현  미디어 일반을 영상 

미디어로 통칭하려는 시도는 단히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미디어는 상이하고 구별되는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 

하나의 미디어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현  미디어 각각을 영상 미디어로 통칭하려는 

시도는 그것들 사이를 꿰뚫는 공통의 특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연구자는 그런 난점을 극복하고 현  미디어 일반을 영상 미디어란 

공통의 범주 아래서 이해하기 위해, 20 세기의 미디어 이론가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4 의 “기술이미지”(the technical image)5 이론을 통해 

 
4 본 연구에서 인용할 빌렘 플루서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 (PF) Für eine Philosophie der Fotografie (1983) 

- (UB) Ins Universum der technischen Bilder (1985) 

- (LO) Lob der Oberflächlichkeit: Für eine Phänomenologie der Medien (1993) 

- (RB) Die Revolution der Bilder (1995) 

- (Ko) Kommunikologie (1996) 

이 중 첫 번째 책은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윤종석 역, 1999, 커뮤니케이션북스)로, 세 

번째 책은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김성재 역,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로, 

네 번째 책은 『그림의 혁명』(김현진 역,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으로, 다섯 번째 책은 『

코무니콜로기』(김성재 역,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로 각각 국내에 번역되었으며, 두 번째 

책은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아 영문 번역본인 Into the Universe of Technical 

Images(Translated by Nancy Ann Roth, 2011,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를 참고하였다. 

이후로 플루서의 저서를 인용할 때에는 독일어 원서의 머리글자를 따서 각각 ‘PF’, ‘UB’, 

‘LO’, ‘RB’, ‘Ko’ 로 줄여 표기할 것이며, 인용에 참고한 책의 쪽수는 앞서 소개한 번역본을 

따를 것이다. 

5  플루서의 용어 “the technical image”(technischen Bilder)는 학자에 따라 “기술적 형상”, 

“기술적 영상”, “기술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플루서가 기술이미지 개념을 규정할 때 전통적인 이미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특징이 부각될 수 있는 용어인 “기술이미지”로 번역해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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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디어를 설명하고자 한다. 플루서는 사진과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영상이 기존의 이미지(그림)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미디어이며, 그것을 

전통적인 이미지와 구별되는 “기술이미지”란 개념으로 새롭게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플루서의 논의에서는 정지된 사진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동일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날로그 기술로 분류되는 

영화나 TV 속 화면의 본성 또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화면의 본성과도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플루서에게 기술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장치(apparatus)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는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구별되면서도, 사진의 발명 이후 

만들어진 모든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미지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플루서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술이미지의 

탄생을 야기한 시 적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플루서는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시 를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고 부르는데, 플루서의 

탈산업사회란 장치의 등장으로 인간 문화에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현  사회를 일컫는다. 따라서 탈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상징은 바로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술이미지다. 

다음으로는 그런 기술이미지가 인간의 상징체계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으로 기술이미지란 이미지와 텍스트에 이어서 

등장한 새로운 상징체계로, 인간의 문화는 상징체계의 전환 시기마다 

거 한 변혁을 겪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이미지란 인간, 장치, 

배포장치의 세 주체가 각자의 의도를 반영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상징복합체(symbolic complexity)다. 따라서 플루서가 말하는 인간의 새로운 

삶의 모델은 장치와 배포장치의 의도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통해 

유희하는 인간이어야 한다. 

플루서가 이와 같은 기술이미지 개념을 통해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새로운 자유, 그중에서도 탈산업사회의 조건 아래서 유희하는�

존재로 변한� 인간의� 자유다. 플루서에게 기술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세계는 기존의 물질적인 세계와 구별되는 추상적인 상징 세계이자 또 



 

 13 

하나의 ‘실제’ 세계이며, 그런 세계 속에서 인간이 누리는 활동이란 

물질적인 상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상징을 통한 유희 활동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란 한편으로는 그것이 만들어낸 세계가 실재(reality)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와 직결된 조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이미지와 관련된 

활동이 물질세계가 아닌 상징 세계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유희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육이란 언제나 인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지만, 

특히나 오늘날의 교육에서는 시 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기술이미지 

개념과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새로운 자유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장치와 기술이미지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새로운 삶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이미지와 가장 접하게 관련된 

미디어 교육의 방향 역시도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 재고찰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 미디어의 존재론적 특징을 

탐구하는 것과 나아가 그런 영상 미디어의 교육(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조건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인간의 자유와 그런 자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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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1) 빌렘 플루서가 제안하는 기술이미지 개념에 기초한 탈산업사회와 

인간의 새로운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가. 빌렘 플루서의 탈산업사회 개념은 기존의 탈산업사회 

이론과 무엇이 다른가? 

 

나. 빌렘 플루서에 의해 ‘세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규정되는 탈산업사회 인간의 삶은 모델은 무엇인가? 

 

(2) 빌렘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영상 미디어의 

본성은 무엇인가? 

 

가. 세계의 표상으로서 이미지, 텍스트, 기술이미지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을 통한 인간과 세계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 

 

나. 상징복합체로서의 기술이미지에 관여하는 장치, 인간, 

배포장치의 의도는 각각 무엇인가? 

 

(3) 기술이미지의 탄생으로 인한 탈산업사회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는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혹은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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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영상미디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미디어란 용어에는 ‘기기’(device), 

‘플랫폼’(platform), ‘콘텐츠’(contents)라는 세 가지 범주의 미디어가 

혼합되어 있다. 표적으로 스마트폰•PC 와 같은 ‘기기’,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영화•방송•광고와 같은 ‘콘텐츠’가 

바로 그것인데,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관한 이론적 작업에서는 이것들을 

각각 상이한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기’, ‘플랫폼’, ‘콘텐츠’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영상 미디어’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빌렘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개념을 통해 이들 사이에서 영상 미디어로서의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루서가 “기술이미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을 “장치(프로그램)”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포착하려는 영상 미디어의 주요한 특징 역시도 “장치(프로그램)” 개념을 

통해 이해될 것이며, 나아가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 역시도 이런 특징에 

기초하여 새롭게 발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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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탈산업사회와 인간의 새로운 존재 방식 

 

 

빌렘 플루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탈산업사회’란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던 표적인 학자다. 본래 

탈산업사회 개념을 통해 현  사회를 설명한 이론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이지만(김원동, 2009: 82), 

다니엘 벨과 빌렘 플루서의 탈산업사회 개념 사이에는 단지 사회학과 

철학이라는 연구 방식의 차이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두 학자가 탈산업사회의 비교 준거로 삼는 ‘산업사회’의 개념이 각각 

상이한 시 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니엘 벨은 산업혁명 이후로 

‘자동화된 기계와 공장식 량생산’이 자리 잡은 근 적 산업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산업사회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빌렘 플루서가 말하는 

산업사회는 인간이 ‘도구/기계(tool/machine)를 사용해 생산활동’을 해왔던 

비교적 유구한 역사의 시 를 지칭하는 그만의 독특한 개념이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벨과 플루서의 탈산업사회 개념을 각각 소개한 뒤, 

플루서 고유의 탈산업사회 개념이 현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플루서가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포착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문화적 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인간의 존재 방식이 전적으로 새로워졌다는 

점이다. 플루서에 따르면, 산업사회에서 도구/기계를 통해 노동하는� 자(호모 

파베르, Homo Faber)로 존재했던 인간은 탈산업사회에서 장치를 통해 

유희하는�자(호모 루덴스, Homo ludens)로 달라진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 

유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술이미지를 통해 

세계와 접촉하는데, 이때 장치는 산업사회의 도구/기계와는 구별되는 

탈산업사회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플루서는 그런 유희하는 인간의 삶의 

모델을 사진가에게서, 장치의 모델을 사진기에서 포착한다. 그리고 기존 

산업사회의 노동자와는 구별되는 사진가 고유의 역할과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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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함으로써, 탈산업사회의 인간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자유를 발견한다. 

플루서가 이런 논의를 통해 주장하려는 바는 결국 새롭게 조건 지워진 

인간을 위한 자유가 이전까지의 자유와는 다른, 전적으로 새로운 범주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 탈산업사회의 이해 

 

(1) 탈산업사회의 도래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또한 언제나 시 적인 변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두되는 요청에 응답하며 발전해왔다. 표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지나고 있던 18 세기의 교육 또한 시 적인 배경에 발맞춰 

혁명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 서양교육사 』 를 쓴 윌리엄 

보이드(William Boyd, 1921/2008: 463)는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19 세기의 보편교육이 (비록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실시되기는 했어도) 분명 

교육에 한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혁명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도 급변하는 시 적 환경에 발맞춰 변화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혁명 당시의 교육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이 응해야 할 시 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통해 포착해야 하는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20 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도래할 사회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표적으로 “탈경제사회”, “지식사회 ” , 

“정보사회” 등의 다양한 용어가 이 시기에 등장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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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탈산업사회”란 용어로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시도했다(윤보노, 1994). 

벨은 자신의 저서 『탈산업사회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1976/2006: 132)에서 비록 상이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 의 

여러 국가 사이에도 “산업사회”라는 이름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통의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경제 체제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도 기계를 이용한 규모 산업생산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분류 

기준을 통해 벨은 기존의 정치 이념이나 경제 체제의 구분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현  사회의 주요하고 공통적인 특징을 새롭게 포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냉전 시 의 미국과 소련을 상이한 정치•경제 체제를 

지닌 국가로 엄격하게 구별해왔지만, “우리는 소련의 기술이 자본주의 

세계의 기술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벨(1976/2006: 114)의 말처럼 

이제는 두 국가를 산업사회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산업화 이후로 형성된 근  서구사회의 모습을 산업사회란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벨은 인간 사회를 각 시 를 

관통하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전산업사회(pre-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 

탈산업사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농업•임업•어업 

등과 같이 채취(extractive)를 주로 했던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기술의 등장이었다. 기계의 

등장으로 인간은 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형 생산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산업사회의 주요한 생산양식은 채취에서 제조(fabricating)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벨은 자신의 시 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감지했다. 즉, 그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등과 같은 ‘지적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제조를 넘어 정보처리(processing)가 주요한 

생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될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예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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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과 동시 를 살았던 다른 학자들 역시 새로운 시 를 규정하기 위해 

‘탈-자본주의’나 ‘탈-경제사회’와 같이 ‘탈-’(post-)이란 표현을 덧붙여 만든 

복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지만, 그중에서도 벨이 “탈-산업사회 ” 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새롭게 변화한 생산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지적 기술이라는 기축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Bell, 1976/2006: 

112). 벨이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야기한 새로운 기술을 지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기술이 지식에, 그중에서도 이론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1976/2006: 121)은 모든 인간 사회가 언제나 지식에 토 하여 

존속했으며, 그런 인간 사회의 작동을 위해서도 언제나 지식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사회와는 다르게 탈산업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특징은 지식 자체의 성격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Bell, 

1976/2006: 162). 

탈산업사회의 지적 기술이 토 하고 있는 지식의 ‘이론적 성격’이란 

산업사회의 ‘기술적 지식’과는 구별되는 이론적 지식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벨이 말하는 이론적 지식이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로 이론이 경험에 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둘째로 지식이 

추상적인 상징체계로 부호화(codification)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먼저, 

지식에 있어서 이론이 경험에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벨의 주장은 

과학과 기술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증명된다. 벨은 

산업사회였던 19 세기의 주요 산업인 철강, 전력, 전화, 자동차 등과 같은 

분야를 살펴보면, 그런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 온 이들이 자신의 탐구 

영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과학과 그것이 밝힌 근본 법칙(이론) 자체에는 

무관심했던 “만능수선공”일 뿐이었다고 말한다. 

 

철강전로(轉爐)와 강철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산화(酸化)과정을 

(각각) 고안해 낸 켈리(Kelly)와 베서머(Bessemer)는 야금학( 冶 金 學 ) 

분야에서 철강의 엄밀한 미세구조를 밝혀 낸 그들의 동시대인 헨리 

클리프턴 소비(Henry Clifton Sorby)를 몰랐다. 클럭 맥스웰(Cl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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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well)의 평가에 따르면, 전화 발명자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돈벌이]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 기사가 된” 웅변가에 불과했다. 전등의 개발을 가져왔고 

많은 새로운 기술혁명을 일으킨 에디슨(Edison)의 ‘에테르 불꽃’에 관한 

연구는 전기자기학(電氣磁氣學 )의 이론적 연구 영역 밖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것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Bell, 1976/2006: 164) 

 

이처럼 산업사회에서는 유능한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기술적 지식을 

토 로 산업이 발전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탈산업사회에서는 과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축적된 이론적 지식과 그런 지식에 바탕을 둔 지적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지적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사태가 재현되는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점(Harvey Brooks, 1971; Bell, 1976/2006: 

178 에서 재인용)과 둘째, 직관적인 판단에 기초했던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알고리즘’(algorithm)이라는 규칙에 기초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벨(1976/2006: 165)은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근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화학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합성물의 조합이나 변형과 같은 화학적 합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화학 분자에 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론적 지식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추상적인 상징체계로 

부호화되었다는 점이다. 벨(1976/2006: 9)은 인간이 이룩한 모든 사회가 

언제나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토 하여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따라서, 벨이 말하는 지식이란 “의사소통 

매체”(communication media)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 “일련의 조직화된 진술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Bell, 

1976/2006: 392). 그중에서도 이론적 지식이란 가장 추상적인 상징체계인 

수( 數 )를 사용하는 수학적•과학적•통계적 공식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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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을 정식화한 결과이며,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산업은 그런 추상적 

상징체계로 이루어진 과학 이론에 토 를 두고 성장해 왔다. 

하지만 벨의 이론에서 지적 기술의 등장과 그로 인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사회-기술적 영역으로 분명히 제한된다. 

벨은 자신의 이론이 모든 사회 변화를 포괄하거나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존의 사회학 이론이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벨의 이론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벨(1976/2006: 115-116)이 생각하기에 근  

이후의 사회학은 사회학의 한계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단일한 지배적인 

개념을 통해 사회의 성격을 해석”함으로써 현 사회의 복잡한 특성을 잘못 

파악하였으며, 그렇게 사회가 어떤 필연성에 의해 특정한 체계로 

수렴한다는 사회발전법칙을 상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표적인 예시로 오늘날까지 사회분석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마르크스의 개념 도식이 그렇다. 벨(1976/2006: 154)에 따르면, 사회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사회구조, 정체(政體), 문화의 세 가지 주요한 

차원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사회를 분석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상이한 

것으로 구분해야만 한다. 벨은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마르크스 이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 번째 문제는 마르크스가 사회구조의 

차원 중에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사회적 관계(소유 관계)와 생산력(기술적 

관계)”을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마르크스의 용어를 

따르면) 그런 사회 하부구조의 변화가 다른 차원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결정하고 포괄한다고 주장한 점이다(Bell, 1976/2006: 113-114). 그리고 

산업화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그런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라 생산양식의 주요 

개념인 ‘자본주의’를 경제 영역만이 아닌 정치와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했으며(Bell, 1976/2006: 113), 그런 개념 도식에 갇혀 소유 

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기술적 관계를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벨(1976/2006: 140)에 따르면, 사회적 사건이란 본래 (이해관계, 무력, 

압력 등의) 다양한 사회적 벡터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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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prediction)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사건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제약조건이나 한계를 구체화하여 미래를 

근접한 수준으로 예측(forecasting)하는 것뿐이며, 그런 예측의 다양한 양식 

중에서도 사회구조에 한 예측은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성은 가장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Bell, 1976/2006: 141-142). 따라서 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탈산업주의라는 주제는 주로 사회구조(기술-경제적 질서)에서의 변화에 

적용되고, 전체 사회구조의 다른 주요 영역들을 구성하는 정체와 

문화에서의 변화에는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 

(Bell, 1976/2006: 129) 

 

(2) 빌렘 플루서의 탈산업사회6 

 
6  플루서가 자신의 저서에서 새로운 사회를 지칭하는 두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그것들이 동일한 차원의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플루서는 현 를 지칭할 

때 주로 탈역사시 (post-history)와 탈산업사회라는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비록 두 

가지 용어 모두 기술이미지가 새로운 상징체계로 자리 잡은 시점 이후의 시 를 가리키지만, 

그것들은 각각 ‘역사시 (history)-탈역사시 ’ , ‘산업사회-탈산업사회’라는 비교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  

플루서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포착하는 지점은 도구/기계에서 장치로의 

전환이다. 반면 역사에서 탈역사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화 구조의 변화, 즉 정보를 

전달하는 상징체계의 변화를 그 기준으로 한다. 플루서에 따르면 첫 번째 문화구조의 변화는 

세계 속 상을 2 차원의 이미지로 전환하면서 생겨난다. 즉, 인간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라는 상징을 만들어낸 것이다. 두 번째 문화구조의 변화는 이미지에서 텍스트가 

탄생한 시점에, 세 번째 변화는 텍스트에서 기술이미지가 탄생한 시점에 발생한다. 플루서는 

문화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시기를 전-역사시 (pre-history; 선사시 ), 역사시 , 

탈역사시 로 구분하며, 그중에서도 기술이미지가 탄생한 이후의 현  사회를 탈역사시 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플루서가 탈역사시 와 탈산업사회 개념을 서로 다른 비교 틀에서 도출해냈지만, 

장치와 기술이미지가 존재론적으로 엮여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플루서에게 동일한 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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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렘 플루서 역시도 탈산업사회 개념을 통해 현  사회를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로 이해하고 있지만, 플루서가 사용하는 

탈산업사회란 표현은 다니엘 벨과 같은 학자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개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의미다. 왜냐하면 탈산업사회의 비교 준거로 삼는 

산업사회를 벨과 플루서가 서로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벨은 시  

구분을 위해 인간의 생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플루서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과 그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 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플루서가 

말하는 산업사회에도 물론 산업혁명 이후의 시 가 포함되지만, 그 시작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이전에서 발견된다. 

플루서는 벨과 마찬가지로 19 세기를 거치면서 인간 사회가 산업사회를 

지나 탈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19 세기를 

기점으로 인간이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인간은 도구/기계를 통해 세계와 접촉해 왔으며, 이때 

인간의 의도는 세계의 상과 접촉해 그것을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농사 도구를 

이용해 땅을 경작하고, 요리 도구를 이용해 획득한 재료를 요리하고, 바늘로 

가죽을 꿰어 옷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플루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활동을 정보(information)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데, 여기서 플루서 특유의 

정보화 개념은 그의 이론 전체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루서에 따르면, 도구란 일반적으로 자연물을 자연 세계로부터 떼어내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옮겨놓는 기능을 한다(PF: 24). 이때 도구가 자연물을 

인간에게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그 상의 형식은 변화한다. 정확하게는 

도구가 자연물에 새로운 형식(form)을 부과하는(in-) 것이다. 플루서에게는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플루서는 이 두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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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연물의 형식을 변형시키는 모든 활동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활동(in-formation)이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며, 우리는 그런 활동을 

총칭해 노동(work/Arbeit)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도구의 기능을 정보화로 규정한 플루서는 기계 역시도 도구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플루서는 산업사회를 이해하는 

기본 범주가 노동이라고 말하는데(PF: 27),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산업혁명을 통해 량생산과 자동화가 등장한 이후의 시 에만 적용되는 

범주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했던 기존의 모든 사회에서도 유효한 범주다. 

도구란 본래 노동하는 인간 신체의 연장으로서, 인간의 신체 활동을 모방해 

자연의 상을 더 빨리, 더 힘차게 잡아당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PF: 25). 그러다가 산업혁명의 결과로 기술 혁신이 시작되면서 

이제까지 인간의 경험에 의존해 만들어지던 도구는 과학적 이론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기계로 체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의 노동은 도구가 아닌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플루서에게는 세계를 변형시키는 노동(정보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도구를 쓰던 인간과 기계를 쓰는 인간 사이에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물론 플루서 역시도 도구보다 거 하고 복잡한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도구-인간의 관계가 기계-인간의 관계로 바뀌면서, 

그들 사이의 힘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도구-인간의 관계가 인간-기계의 관계로 바뀐 것이다.) 

플루서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이 도구에 둘러싸였다면 이후로는 

기계가 인간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전에는 도구가 변수고 인간이 

상수였다면 이후에는 인간이 변수고 기계가 상수가 되었다고 말한다(PF: 

26).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플루서에게 기계는 여전히 더 크고, 더 

빠른 (그리고 더 비싼) 도구일 뿐이며, 기계가 하는 일 역시 노동이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의 목적은 

여전히 상의 형식을 바꿔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혁명을 통해 마치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한 듯 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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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서가 보기에 인간이 노동하는 존재란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플루서가 정의하는 ‘노동’의 범주로 산업사회를 이해한다면, 

산업사회의 삶의 형식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18 세기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농경 사회, 혹은 그보다도 이전인 수렵•채집 사회에서부터 

도구를 통해 세계와 접촉하고 자연물을 정보화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플루서가 보기에 고 부터 근  산업사회까지 인간이 해온 주된 

활동이란 모두 ‘정보’를 만들어내는 노동과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서는 도구에서 기계가 아닌, 기계에서 장치로의 

전환을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를 구분 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장치의 탄생이 과학 이론에 빚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마치 기계의 일종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플루서는 

장치의 기능이 세상 자체를 바꾸는 노동이 아니라 세상의 의미를 바꾸는 

유희에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장치의 의도는 상징적(symbolic)이라고 

말한다(PF: 27).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장치와 기계를 구분 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실은 산업사회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상징을 만들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작가•화가•작곡가•서기 등이 바로 그들이다(PF: 28). 이들은 

책•그림•악보•회계장부 등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은 그 

자체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전달자(carrier)로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런 사물의 가치는 형식의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유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새겨진 상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에 있는 것이다. 예컨 , 노동자가 신발을 만드는 이유는—

노동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신발 자체를 사용(소비)하기 위해서다. 

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것 자체를 사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위에 새겨진 상징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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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에서 플루서는 전자가 인간의 의사결정 이후에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그런 의사결정의 기초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PF: 28). 즉, 

이와 같은 결과물은 인간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결과물인 상품보다 상징에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간 또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서비스업’ 7  혹은 ‘3 차 산업’ 등의 

이름으로 부르며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해 왔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는 

오직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런 

인간의 노동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1 차(채취)•2 차(제조) 산업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8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인간의 

손(혹은 손의 연장인 도구)을 통해 생산되어 왔던 반면, 이제부터는 그런 

작업이 장치에 의해 수행되기 시작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서비스업”이나 “3 차 산업”과 같이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분야의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전체 산업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PF: 

28). 다시 말해, 탈산업사회에서는 부분의 사람이 기계 앞에서 

노동하기보다는 그런 노동을 통제하는 장치 앞에서 일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은 장치가 만들어내는 정보 전달자의 통제 아래로 편입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루서가 탈산업사회를 이해할 때 ‘노동’이란 범주가 ‘정보’란 

범주로 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7 다니엘 벨이 탈산업사회의 특징을 ‘재화 생산 경제’(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서비스업)로의 전환이라고 포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김원동, 2009: 83), 서비스란 

인간의 경제활동 중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플루서가 말하는 서비스업 또한 

이와 비슷하게 말과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서비스 활동(예컨  치안, 운송 등)뿐만 아니라, 

(재화가 아닌) 상징을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예컨  금융, 행정, 법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8  이와 같은 견해는 마르크스를 비롯한 고전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견해였다(Bell, 1976; 

김원동, 2009: 8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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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산업사회 인간의 새로운 삶의 모델 

 

(1) 새로운 삶의 모델, 사진가: 호모 루덴스와 인간의 새로운 의도 

 

플루서에 따르면, 탈산업사회로 규정되는 현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이전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방식을 갖게 되었다. 산업사회 인간의 

존재 방식이 노동(정보화)하는 인간이었다면, 탈산업사회에서는 유희하는 

인간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플루서는 산업사회를 이해하는 범주인 ‘노동’

으로는 유희하는 인간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정보’라는 새로운 범주로 탈산업사회의 인간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PF: 

28).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사회의 인간은 노동을 통해 정보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그런 노동을 통해 자연 세계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세계를 

형성해왔는데, 플루서는 이를 문화의 세계라고 부른다. 여기서 문화란 

일종의 “정보 저장 장치”로서, 노동(정보화)—자연 세계의 상을 인간에게 

유용한 목적을 위해 세계로부터 떼어낸 뒤 그 형식을 변형하는—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RB: 5). 

탈산업사회의 유희하는 인간은 그런 정보의 세계, 문화의 세계 위에서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낸다. 플루서의 표현을 빌리면, 탈산업사회의 인간은 

정보 사이사이를 거닐며, 그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PF: 39). 따라서 산업사회의 인간이 자연 세계에 발을 

디딘 존재였다면 탈산업사회의 인간은 정보의 세계(문화)에 발을 디딘 

존재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의 인간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존재였다면, 

장치를 갖게 된 탈산업사회의 인간은 세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존재가 된 

것이다(PF: 27).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플루서가 탈산업사회 삶의 모델로 포착했던 

사진가의 행위는 분명 노동이 아니다. 사진가는 아무런 정보의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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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진가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사진가는 분명 기존의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상징을 

만들고, 처리하고, 또 저장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PF: 28). 

사진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태, 즉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사태”

를 만들고 싶어 한다(PF: 44). 이제까지 산업사회의 노동에서 새롭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새로운 형식을 상에 인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비개연적인(improbable) 상태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탈산업사회의 유희에서는 그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만 하는데, 사진가에게 새로운 것은 상으로서의 정보가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진가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 정보화된 문화의 세계 속 정보들을 다양하게 조합함으로써, 

아직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지지 않은 정보란 이미 누군가 

찍었던 사진, 즉 잉여적(redundant)이고 비정보적인 사진9이 아니라, 아직은 

탐색 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사진, 즉 정보적(informative)이고 

비개연적인 사진을 뜻한다. 

이처럼 사진가를 비롯한 탈산업사회의 인간이 탐색하는 사태는 실제 

세계의 사태가 아니라 장치의 프로그램 안에 심어진 가능성의 사태다. 

플루서에 따르면, 사진가가 사진기를 들고 세계를 바라보는 경우라도 

그들의 관심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기에 있다(PF: 30). 그런 

사진가에게 세계는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며, 

사진가가 바라는 것은 세계를 바꾸고 싶은 (노동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진기의 프로그램 속에서 아직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보를 찾아내고 

싶은 (유희하고 싶은) 것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진가에게는 “실재론과 관념론 사이의 전통적인 

차이가 극복”된다(PF: 45). 사진가에게 실재는 바깥의 세계도 아니고 사진기 

 
9  플루서는 그런 잉여적인 사진을 정보적인 사진과 구분해 하찮은 사진, 스냅 

사진(snapshots)이라고 부른다(PF: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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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의 요소(개념)도 아닌, 오직 사진뿐이다. 사진가에게 세계나 

프로그램은 그저 사진을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실재는 더이상 

기의(significance)가 아니라 기표(signifier), 즉 상징이다. 그러므로 결국 

상징이 실재하는 상을 의미한다고 여기던 기존의 의미 벡터는 유희하는 

인간에게서 역전되며, 이제는 상징이 그 자체로 실재가 되는 것이다. 

플루서는 이런 “의미 벡터의 역전”이 곧 탈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한다(PF: 45). 

 

(2) 장치의 모델, 사진기10 

 

“기술이미지는 장치에 의해 생산된다”는 플루서의 정의에서 보듯이, 장치는 

탈산업사회의 유희적 인간에게 기술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PF: 21).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치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물이 아닌—문화물(cultural object; 문물)이면서도, 그런 장치의 성격은 

이전까지의 문화물과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물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PF: 23). 하나는 인간에게 소비되는 소비재(goods for 

consumption)로 주로 노동의 결과물인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그런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재화(goods for producing consumer 

goods)로 주로 도구나 기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문화물은 

모두—영어 표현 그 로—인간에게 ‘좋다’(good)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물이란 곧 인간이 유용성이란 목적을 의도하고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PF: 23). 

 
10 플루서의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를 번역한 윤종석(1999: 71)은 각주를 통해 플루서가 

사진기(Fotoapparat)와 카메라(Kamera)를, 사진가(Fotograf)와 카메라맨(Knipser)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한다. 플루서의 이론에서 사진기는 유희를 위한 장치로, 

사진가는 그것을 통해 정보적이고 비개연적인 사진을 만들어 낸다. 반면, 카메라맨은 카메라 

프로그램의 자동화에 매료되어 자신의 유희를 단순화시키는 존재이자 카메라 프로그램에 

종속된 존재다(RB: 95). 따라서 카메라맨은 카메라의 자동성에 기 어 잉여적인 사진을 

만드는 아마추어적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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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그것은 

위의 두 가지 문화물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장치는 그 자체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재와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또한 도구가 인간 신체 기관의 연장으로서 신체 운동을 

모방하는 반면, 장치는 인간의 사유 과정(thinking process)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도구와도 구별된다. 중요한 것은 기계와 장치 사이의 구분인데, 언뜻 

기계와 장치는 모두 과학적 이론에 기초해 만들어진 ‘기술적’ 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문화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치와 기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구별된다. 첫째, 장치와 기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장치-인간의 관계는 기계-인간의 

관계와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관계다. 셋째, 장치의 결과물인 

상징(기술이미지)과 기계의 결과물인 상품은 인간에게 서로 다르게 쓰인다.11 

(세 번째 차이점은 장치와 도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치의 노동은 그것 안에 내재된 ‘프로그램’(program)에 의해 수행된다. 

똑같이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계와 장치지만, 기계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생산물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장치는 프로그램 안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런 장치의 

결과물은 프로그램의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의 실현(realization)이다(PF: 

29). 

바로 이런 이유에서, 플루서는 최초의 장치이자 이후로 등장할 모든 

장치의 모델로서 사진기를 주목한다. 공장의 기계는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찍어내지만, 사진기는 인간의 의도를 반영해 매번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사진기 프로그램 속의 가능성이 (비록 매우 

거 하고 또 계속해서 거 해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11 여기서는 기계와 구분되는 장치의 노동, 그리고 그것에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만 

자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특징인 장치와 인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3) 사진가와 

사진기의 관계’에서, 셋째 특징인 장치의 결과물(기술이미지)에 관해서는 III 장의 ‘2. 세 가지 

코드와 의사소통’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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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물 역시 무한하게 다양할 수는 없다. 또 이론적으로는 사진기도 

기계처럼 매번 똑같은 사진을 찍어낼 수 있다. 하지만, 플루서가 보기에 

그런 사진은 더이상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않는 그저 잉여적인 사진에 

불과하며, 그런 사진은 플루서의 논의 상에서 제외된다(PF: 29). 

겉으로 보기에 모든 장치는 여전히 기계와 같은 단단한 

하드웨어(hardware)다(PF: 35). 그리고 장치의 모델인 사진기 역시 철, 

유리, 플라스틱과 같은 단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돈에는 단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의 

비용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software)를 위한 비용이다. 따라서 장치의 

가치는 기계처럼 그것을 물질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치의 내부에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PF: 35-36). 

플루서가 정의하는 프로그램이란 ‘우연의 사태를 만들어내는 자동화된 

절차’다(PF: 88). 예컨 , 주사위 게임이 표적인 경우다. 1 부터 6 까지의 

눈을 가진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시행의 확률은 

무작위적이며(random) 예측할 수 없다. 즉,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은 각 

시행에서 나올 주사위의 눈이 무엇일지 의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사위 게임의 프로그램에서 확실한 것은 여섯 번의 시행마다 반드시 한 

번은 (확률적으로) ‘1’이 나와야 하며, 주사위에 새겨져 있지 않은 ‘7’이나 

‘8’과 같은 수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세계란 외부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세계라는 의미에서 

자동적이고 필연적이지만, 그 자체의 실행 결과는 확률적이라는 의미에서 

우연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란 그 안에 존재하는 요소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조합하는 “우연에 기초한 조합 게임”이며(PF: 88), 그런 

프로그램의 특징을 우연에 기초한 필연성 혹은 우연의 필연성(the chance 

necessity)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시행에서는 여러 가능한 조합 중 하나가 우연적이고 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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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모든 가능한 조합이 언젠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치의 프로그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신체가 아닌 

사유를 모방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프로그램이 모방하는 

인간의 사유란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통찰 일반을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이후로 정립된 ‘개념적 사유’(conceptual 

thinking)를 뜻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PF: 86-87). 

영국의 철학자 톰 소렐(Sorell, 1987/1999: 21)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정립하고자 했던 인간의 사유 방식은 “이전에 각기 다른 것으로 간주되었던 

다양한 학문들이 수학에 의해 통일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데카르트가 고안한 진리 탐구의 방법은 문제가 되는 

사태를 점과 선의 배열이나, 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형태로 다시 

표현함으로써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형태로 환원”하는 것이다(Sorell, 

1987/1999: 33-34). 

 

[데카르트]는 수와 형태에 관한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수와 형태에 관한 것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과학적 문제를 수와 형태에 관한 문제로 변형시키는 

여러 가지 절차를 고안해 냈다. 

(Sorell, 1987/1999: 33, 원문 강조) 

 

소렐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플루서 역시 데카르트식의 명석판명한(distinct 

and clear) 사유가 ‘문자로 하는 사고’(thinking in letters)를 ‘숫자로 하는 

사고’(thinking in numbers)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  

이후로 이것이 점차 과학—나아가서는 모든 학문—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한다(PF: 37). 다시 말해, 문자에 기초한 선형적인 사고방식은 

데카르트 이후로 숫자에 기초한 점적인(punctuated)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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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사고방식은 그가 집필한 『방법서설』(1637/2007)에서 정립한 

네 가지 진리탐구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석판명하다고 밝혀지지 않은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둘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가장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 셋째, 가장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 생각할 

것. 넷째, 그 순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한 

전체로서 판단을 행할 것. 

결론적으로, 데카르트가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 제정한 일반적 규칙은 

“내가 명석판명하게 인식한 것만이 참”이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윤선구, 

2003: 41). 그리고 그런 일반규칙에 따라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12는 명제를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제 1 원리이자 진리 탐구의 정초로 놓은 것이다(Decartes, 

1637/2007: 37). 

『 방법서설 』 을 번역한 권오석(2007: 300)은 「 옮긴이의 말 」 을 통해 

데카르트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의 수학자인 

이삭 베크만(Isaac Beeckman)에게 영향을 받아 원자론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세계관을 고안했다. 이는 데카르트가 세계의 본질을 ‘감각적 경험’에 

기초하여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신적 탐구’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성을 통해 기하학적 성질을 탐구함으로써 세계의 

‘원자적•객관적 성질’에 닿는 것이다. 권오석(2007: 302)은 그런 

데카르트의 인식론을 “원자론적 세계를 지성의 직관에 의해 실재로서 

직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요구”를 가진 것이라고 요약한다. 

 
12 데카르트의 제 1 명제는 라틴어 “cogito, ergo sum”으로 더 유명하지만, 이는 데카르트가 

『방법서설』 이후에 집필한 저서 『철학의 원리』(Principia Philosophiae, 1644/2002)에서 

쓴 표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방법서설 』 에서 데카르트가 프랑스어로 쓴 원래 

표현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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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서 또한 데카르트식의 명석판명한 사유를 원자적이고 점적인 사고로 

규정한다(PF: 86).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사유에서 인간의 정신 속 

명석판명한 요소들(즉, 개념들)은 각각 바깥 세계의 연장된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루서는 데카르트적 사유란 명석판명한 요소인 

개념을 조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PF: 86-87).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서는 

세계가 점적인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그런 점적인 요소 각각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개념의 연장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식 사유에서는 

세계를 인간의 개념이 “연장된 사태”(extended matter)로 바라보며, 인간의 

사유 또한 그런 점적이고 양자적인 구조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PF: 37). 

플루서에 따르면, 이런 데카르트의 기획은 비록 데카르트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정신 활동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기와 같은 

장치와 그 속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PF: 87). 데카르트를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서 이런 사고방식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점적인 요소에 응하는 구조, 즉 연장된 사물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장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되는 세계에서는 

각각의 요소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분명하게 응하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사고방식을 모방한 프로그램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전지전능(omniscient and omnipotent)하다(PF: 87). 따라서 결과적으로 

점적인 사고를 시도했던 인간은 실패했으나 그것을 모방한 장치는 성공한 

것이다. 

플루서는 특히 컴퓨터의 발명 이후에야 비로소 장치가 모방하는 인간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고 말한다(PF: 37).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모든 문제를 비트(bit)라는 명석판명하고 분절적인 이진법의 

언어 속으로 조각낸 뒤에, 그것들을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연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LO: 265-266).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처럼 연산을 통한 

조합 게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숫자와 같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PF: 37). 따라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을 모방하는 모든 장치 프로그램은 문제를 숫자로 환원해 계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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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장치는 숫자로 계산하는 모든 기능을 인간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플루서는 결국 장치가 그런 방면으로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무능해질 것이며, 미래의 인간은 자연스레 점점 더 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PF: 38). 

이런 의미에서 플루서에게는 사진기를 포함한 모든 장치 프로그램이 

일종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다(PF: 37). 그러나 여기서 플루서가 

말하는 인공지능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산 기계’(calculating machine)에서 

출발해 자동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된 “똑똑한 도구”(smart tool)라는 뜻일 

뿐이다(박평종, 2018: 109). 즉, 플루서가 장치를 인공지능이라고 규정할 때 

장치가 모방하는 인간의 지능이란 오직 계산하는 능력에만 국한된 

의미이며, 그런 장치가 ‘똑똑하다’는 것 역시 계산 과정에 인간이 직접 

개입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기능한다는 뜻일 뿐이다. 

 

(3) 사진가와 사진기의 관계 

 

플루서가 장치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즉,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탈산업사회 전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PF: 35). 탈산업사회에서 장치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장치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장치 안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탈산업사회에서 인간과 

장치가 맺는 관계는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도구/기계와 맺었던 관계와 

차이를 보인다. 

물론 도구-인간의 관계와 기계-인간의 관계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구가 인간의 의도에 종속되어 인간이 의도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봉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계는 자신이 의도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인간을 종속시켜 봉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사회에서 주로 지적되어 왔던 ‘인간 소외’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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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의 의도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점에서 도구-인간의 관계와 기계-

인간의 관계는 그 본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탈산업사회에서 등장한 장치-인간의 관계는 분명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로 바뀌었다. 산업사회에서 도구/기계를 사용하던 인간의 

의도가 세계를 바꾸는 것, 즉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탈산업사회에서 장치를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는 단지 세계의 의미를 바꾸는 

것, 즉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장치를 통해 

상품이 아닌 상징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상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과 장치는 하나의 연합체로 융합된다. 이와 같은 장치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산업사회에서 도구/기계와 인간이 상호종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결합이기 때문에, 플루서는 기계 앞에 선 

산업사회의 인간을 노동자로 불러야 했던 것과는 달리 장치 앞에 선 

탈산업사회의 인간을 기능인(functionaries)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한다(PF: 31). 

탈산업사회 삶의 모델인 사진가와 장치의 모델인 사진기가 맺고 있는 

관계 역시 그런 새로운 종류의 관계다. 플루서는 사진기가 여느 장치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노동을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똑똑한 

도구’라고 말한다(PF: 33-34). 이미지를 표면에 새기는 사진기의 노동은 

다른 모든 장치와 마찬가지로 사진기의 내부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가는 더이상 화가가 자신의 도구인 붓에 집중했던 

것처럼 사진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진기를 비롯한 장치의 

도구적 측면은 프로그램에 의해 점차 제거되었으며, 사진가는 사진기에 

남겨진 유희적 측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진기를 비롯한 장치가 노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인간은 새로운 

해방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사진가에게 요구되는 몰입은 이전까지 

노동자가 도구/기계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몰입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사진기는 더이상 도구가 아니라 놀잇감(plaything/Spielzeug)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플루서는 장치와 관계하는 인간의 모습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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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체스 게임을 두는 선수(player)와 더 유사해 

보인다고 말한다(PF: 30).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과연 장치 

프로그램을 통한 유희가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자 자유일 수 

있는지 물음이 생긴다. 박평종(2018: 109-110)은 “플루서의 주장 로 

장치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의 산물이라면 인간은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애당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플루서의 주장처럼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외부적인 조건에 간섭받지 않는 

자동화된 절차라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인간은 그 과정에서 아무런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플루서는 인간이 여전히 장치가 

예측할 수 없는 상징, 예컨  사진기가 예측할 수 없는 비개연적이고 

정보적인 사진을 만들어내도록 그것을 강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장치의 

프로그램에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의도를 몰래 심을 수 있다고 

말한다(PF: 105).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진기의 프로그램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교차하고 있다(PF: 34). 

하나는 사진가에게 사진을 찍게끔 동기부여 하는 것으로, 이는 사진기라는 

장치가 모호함(obscurity)을 가진 일종의 블랙박스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기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사진가의 호기심을 자극해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진가는 그것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치가 그만큼 복잡한(complex) 상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복잡한 과학적•이론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지만 

그�작동은�놀랍도록�간단하다는�사실이 바로 장치 일반의 특징이다(PF: 72). 

그리고 여기에 사진기 프로그램 안의 두 번째 의도가 숨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진가가 유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진가는 복잡한 장치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것을 놀잇감이자 유희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탈산업사회의 유희는 이제까지의 유희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사진 찍는 행위와 체스 게임을 비교하자면,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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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체스 게임을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비해, 사진기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진기 프로그램의 의도는 사진기의 모호함을 통해 사진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사진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진가가 사진을 찍도록 만듦으로써 성공한다. 그러나 사진가가 장치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블랙박스인 장치 앞에 선 

사진가에게도 여전히 가능한 유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치의 

프로그램 속에 감춰진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희하는 사진가의 의도는 프로그램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조리 

찾아내 프로그램의 가능성 전체를 소진하고자 하는 것이며(PF: 30), 이것이 

바로 사진가에게 남겨진 자유의 영역인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사진기 프로그램 안에 내재하는 가능성은 매우 

거 하지만 결코 무한하지는 않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진기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언제나 그 가능성을 소진하려는 사진가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사실이다(PF: 31). 플루서는 만일 사진기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풍성하지 않았다면 사진가의 유희는 금방 끝나버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진기 프로그램의 역량이 언제나 사진가의 역량을 압도한다는 

사실로 인해, 어떤 사진가라도 그들이 조작하는 장치 프로그램의 밑바닥에 

닿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플루서가 장치를 똑똑한 도구이자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와 같은 조건 아래서 사진가와 사진기의 관계는 기능인-장치의 융합된 

복합체로 형성되며, 그렇게 사진가의 의도와 사진기의 의도는 사진을 

만드는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플루서는 사진 속에서 그런 사진가의 

의도와 사진기 프로그램의 의도를 함께 고려하다 보면, 그것들 사이에 서로 

만나는 지점과 멀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PF: 57). 따라서, 결과적으로 플루서에게 사진이란 사진가와 사진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며, 사진의 해독은 그런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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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성공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사진기는 블랙박스지만, 여전히 사진가가 원하는 바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왜냐하면 사진가는 사진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진기의 투입물(input)과 산출물(output)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사진기의 범주는 사진기의 외부에 새겨져 있으며, 사진가는 

그런 사진기의 외부를 조작함으로써 범주들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PF: 

41-42). 다시 말해, 사진가는 사진기의 몸체 외부에 달린 온갖 버튼을 

조작함으로써 사진기의 범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진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진기 프로그램의 범주는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의미한다(PF: 41). 시간의 범주란 사진 찍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조정하는 범주로, 사진가는 셔터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피사체의 노출 시간을 짧게 혹은 오래 걸리도록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의 범주란 사진기의 위치, 렌즈의 화각, 줌-인과 줌-아웃 등을 통해 

사진의 프레임 안에 담길 공간을 조정하는 범주를 뜻한다. 

사진가가 정보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진기의 범주를 

제 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진가는 피사체를 가까이서 찍을지 

멀리서 찍을지, 다양한 렌즈 중 어떤 것을 선택해 찍을지, 어떤 셔터 

스피드로 찍을지 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의도를 담아내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진기 프로그램의 범주를 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 속 

시공간의 형식을 다른 차원의 시공간 형식으로 옮겨 놓는 일이다(PF: 41). 

바로 이 지점에서 사진가의 의도와 사진기의 의도는 서로 협력한다. 

사진가는 사진 찍을 상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런 

사진가의 자유는 사진기 프로그램 속에 제한되는 자유다. 현실적으로 

사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찍을 수 있는 것만 찍을 수 있다(PF: 43). 예컨  

인간이 발명해낸 전파 망원경이나 전자 현미경 등은 분명 이전까지 관찰할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장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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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것만을 보는 것이며, 장치가 관측할 수 없는 것은 인간 또한 

관측할 수 없다. 

 

카테고리[범주]를 선택할 때 사진가는 아마도 자신의 미학적•인식론적 

또는 정치적 카테고리를 관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예술적•과학적 또는 정치적 영상[기술이미지]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게 장치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뜻 보아 장치 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의 범주들도 실은 장치의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다. 장치의 몸체 외부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장치•카테고리들을 선택하기 위해 사진가는 장치를 ‘작동’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technical) 동작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개념적 동작이다(앞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텍스트의 구성 요소인 

‘개념’은 선형적 사고의 명석판명한 구성단위다). 장치를 

예술적•과학적 또는 정치적 영상을 위해 작동시킬 수 있기 위해서, 

사진가는 예술•과학 또는 정치에 관한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그 개념을 영상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 

…  사진은 개념을 영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진가의 모든 

카테고리는 장치의 프로그램 속에 개념으로 함유되어 있다. 

(PF: 43-44) 

 

결론적으로 사진가와 사진기의 관계를 융합된 복합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사진기는 사진가의 의도를 위해 

기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사진가의 의도 역시 사진기의 프로그램을 

위해 기능한다. 기능인은 장치의 외부적인 것(투입물과 결과물, 그리고 

버튼)을 통제하는 덕분에 장치를 통제하게 되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무지하다는 사실로 인해 장치와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된다(PF: 32). 

그러므로 사진가가 사진기의 범주를 초월하는 새로운 범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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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플루서는 그럼에도 인간이 끊임없이 장치와 프로그램에 

저항해야만 하며, 그렇게 사진가가 사진기의 프로그램을 자신의 인간적인 

의도에 가능한 한 최 로 종속시킬 때, 즉 인간의 정신이 프로그램과 싸워 

승리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사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PF: 57). 

결론적으로, 탈산업사회의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자유란 이처럼 

프로그램에 저항하는 유희 활동에 있는 것이다. 

 

 

3. 탈산업사회와 교육 

 

(1) 자유의 교육적 의미 

 

역사적으로 교육이란 언제나 인간의 자유와 접한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에, 

자유에 관한 논의가 교육에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김정래, 2003: 90; 반채익, 2006: 6).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가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과연 오늘날의 교육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인간의 자유란 

도 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자유의 관계를 살펴본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서양의 

교육적 전통을 따르는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고  그리스에서 연원하고 있는 자유교육의 전통은 비록 시 적인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 성격 등을 달리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다움” 혹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와 같은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정윤경, 2002; 김정래, 2003). 

고  그리스에서 자유교육이란 곧 자유인들만이 즐길 수 있던 

‘여가’(schole)를 위한 교육을 의미했다(반채익, 2006:10-11).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여가 활동을 ‘인간의 완전한 행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관조적 활동, 진지한 이론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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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추구하고 마음을 발달시키는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EN: 1177b).13 

그리고 고 에서 시작한 이와 같은 신념, 즉 인간에게 삶의 최상위 가치로 

여겨지던 행복을 이론적 추구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신념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왔다(곽덕주, 2005: 4). 구체적으로 

인간이 ‘실존적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한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적 활동’을 통해야만 한다는 믿음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은 고 의 인간 중심 목적론에서 벗어난 중세의 

신적 세계관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으며, 비록 세계에 한 지식의 

절 적이고 객관적인 정확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근 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곽덕주, 2005: 10).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곽덕주(2005: 16)는—비록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로 

현 사회를 이해하고 있지만—현  사회에서 더이상 실재에 한 이론적 

지식과 성공적인 삶의 내용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비록 현 의 인간에게도 여전히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더는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삶의 행복이나 가치를 위한 조건이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논의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철학적 작업—예컨  자유교육의 전통 아래서 부분적인 성격만을 

바꿔온 것—과는 다른 차원의 도약이 필요하며, 오히려 오늘날의 시  정신 

및 삶의 조건에 비추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새로운 자유와 행복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그로 인해 조건 지워진 인간의 삶에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13 EN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의 줄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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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빌렘 플루서의 “탈산업사회” 개념과 “기술이미지”를 통해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의미를 탐구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플루서가 인간의 새로운 자유를 탈산업•탈역사 시 의 

자유라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인간다움이나 행복, 자유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새로운 시 적 관점으로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루서가 우리 시 를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이해한 것은 현  사회와 

인간의 삶이 장치와 기술이미지라는 전혀 새로운 문화적 조건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탈산업사회의 

문화적 조건 아래서 살아갈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술이미지 개념에서 출발한 플루서의 

이론은 궁극적으로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인간성(인간다움)과 새로운 자유에 

해 묻고 있는 것이다. 

 

(2) 탈산업사회 인간의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삶의 가치 

 

플루서는 철학이란 분야가 언제나 자유에 한 물음과 함께 이어져 왔기 

때문에, 탈산업사회의 조건 아래서 인간의 자유를 묻는 것 역시 철학적으로 

그리 새로운 질문은 아니라고 말한다(PF: 103). 다만 문제는 이제까지 

철학이 탐구해온 자유가 선형적인 역사의식과 인과적인 원리로 조건 지워진 

세계에서의 자유였다는 점에서, 탈산업사회에서는 기존의 철학적 관점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플루서에 따르면,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란 조건 지워진 인간이 

‘세계의 복합적인 원인과 예측 가능한 결과 사이를 연결하는 인과적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마치 “조건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PF: 103-104).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이론적 활동과 인간의 

행복을 연결 짓는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장치와 기술이미지가 

만들어낸 탈산업사회의 조건은 더이상 인과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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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이다. 따라서 탈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를 위한 

자리는 산업사회의 ‘합리적인’ 범주로는 도저히 탐색 불가능한 곳에 감춰져 

있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이, 플루서는 탈산업사회의 문화적 조건이 인간을 

또 다른 부조리한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종류의 장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뚝뚝한 자동화 속에서 프로그래밍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즉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자동기계(로봇)에게 맡겨지고 사회의 대다수가 

‘제 3 차적 영역’에서 공허한 상징과의 유희에 몰두하기 시작하는지를, 

사물적 세계에 대한 실존적인 관심이 어떻게 상징의 세계로 전이되고, 

사물의 가치가 어떻게 정보로 전이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되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PF: 104)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진가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그런 

부조리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플루서에 따르면, 

사진가의 삶이 비록 사진기에 의해 프로그래밍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그런 활동이 부조리한� 활동이라는� 것을� 간파한� 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다(PF: 105).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도, 그런 조건 아래서 가능한 인간의 

고유한 활동을 찾아냄으로써 유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가를 모델로 한 탈산업사회 인간의 자유로운 모습은 장치 

프로그램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만도 아니고, 그런 장치를 잘 

활용하는 것만도 아니며,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간파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물론 탈산업사회의 인간이 유희라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프로그램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징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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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예컨 , 사진가나 영화감독과 같은 사람들이 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보기 위해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들이 

세계에 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경제적 이익이나 물질적 보상과 같은) 삶의 물질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플루서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면, 교육이 응해야 할 

미디어의 변화는 인간의 경험•인식•가치 평가•행위 등 모든 차원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영상 미디어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교육적 접근은 여전히 도구적 차원이거나 언어적 차원에만 

머물러 왔다. 다시 말해, 미디어에 한 교육적 접근이 영상 미디어를 잘 

다루거나, 잘 이해하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만 집중해왔다는 뜻이다. 

특히 이제까지 이루어지던 미디어 교육의 양상을 검토해볼 때 이와 같은 

접근의 한계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밝혔던 미디어 교육의 

접근은 (그것이 도구적 차원이든지 언어적 차원이든지 간에) 여전히 

어린이•청소년들의 삶의 물질적(실제적) 조건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을 

전제해왔다. 다시 말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은 

그 자체의 세계로 인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들의 ‘실제 삶’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미래의 직업을 위한 능력과 연관 지으려는 모든 접근이 이런 

경향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동안 기성세 에게 어린이•청소년들의 영상 미디어 활동은 부분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낭비의 시간으로 치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온건적인 견해들조차 그것을 학업에 지친 삶의 도피처이자 또 다른 

활력을 얻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 정도로 여겨왔다. 이런 이유에서 영상 

미디어와 관련된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바로 ‘중독’ 현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영상 미디어의 중독성을 이유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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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비교적 온건한 입장에서도 영상 미디어 

활동에 쓰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이미지의 특성을 통해 영상 미디어를 이해한다면, 이제는 영상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 또한 어린이•청소년과의 더 깊은 관련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린이•청소년 세 가 영상 

미디어에 갖는 높은 관심이 영상 미디어의 중독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14 탈산업사회의 인간에게 영상 미디어의 세계 속 

활동은 더이상 부수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활동이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아가 어쩌면 그것은 탈산업사회의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이자 삶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적 접근이 분명 기존의 

도구적•언어적 접근을 넘어서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 의 

문화적 조건 아래서 미래 세 를 유희하는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을 

향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적 

조건은 인간다움, 행복, 자유와 같은 교육적 가치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플루서의 관점에 따르면 장치와 기술이미지가 가져올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구조의 변화이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실존적 혁명”이다(PF: 103). 그러므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겪고 있는 지금 시 의 교육이 당면한 과제가 새로운 인간다움, 

행복, 자유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런 교육의 과제를 해결하는 

 
14  물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영상 미디어를 이해한다고 해서, 영상 미디어에 한 중독 

현상이 더는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중독의 원인이 영상 미디어의 본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중독 현상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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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술이미지에 기초한 새로운 사진철학을 제안하고 있는 플루서의 이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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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빌렘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이론 

 

 

플루서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유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에도 크게 기 어 

있다고 말한다(UB: 5). 따라서 인간에게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란 이처럼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의사소통의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RB: 5). 

이와 같은 인간의 정보 전달은 코드(code)라는 일련의 상징체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상징체계를 이루고 있는 상징이란 하나의 현상을 

체하는(의미하는) 또 다른 현상으로서, 그런 상징을 통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은 곧 일종의 체 행위다(RB: 28). 그리고 플루서는 미디어를 

(물질적•기술적 특성과 관계없이) 그런 코드가 작동하게 하는 구조 

자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루서에게는 전화•학교•축구 경기 등과 

같은 포괄적인 상이 전부 미디어일 수 있다(김성재, 2013: 48). 

그러나 미디어를 이렇게 넓은 범위로 규정할 경우, 모든 미디어를 연구의 

상으로 삼을 수도 없거니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디어도 끊임없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플루서는 미디어에 한 

개별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간이 미디어를 다루는 방식, 즉 미디어를 둘러싼 

송신자와 수용자 간에 일어나는 코드의 작동을 분석하는 일에 

집중하였다(김성재, 2013: 48-49). 다시 말해, 플루서는 미디어의 변화가 

코드를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행위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집중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박은주(2015: 294)가 몰렌하우어(Klaus Mollenhauer, 

1985)의 견해를 빌려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육의 과제가 “세계를 자아와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의 ‘자기활동성’을 통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있다면, 플루서가 조명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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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코드의 개념은 교육에서도 중요한 고려의 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교육 활동은 그 자체로 세계와 학습자,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통은 인간이 사용하는 코드를 통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그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플루서 이전에도 미디어와 기술의 관계를 철학적 탐구 

주제로 삼아왔던 많은 이론가가 있었다. 플루서 역시도 그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형성했지만, 플루서가 독창적이었던 

것은 단지 기술적인 속성을 탐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기술이 

야기하는 의사소통의 변화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플루서의 

이론을 당 의 이론들과 비교해보는 작업은 분명 플루서가 제안한 

기술이미지 개념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문화적 조건을 결정짓는 미디어의 변화를 플루서의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플루서는 인간을 “소외된 

동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세계 바깥의 존재(ex-sist/ek-

sistieren)로서 인간과 세계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RB: 

28; PF: 4). 따라서 그런 인간은 자신과 세계 사이에 놓인 심연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매개(미디어)를 필요로 

하며, 인간이 상징을 만들고 그것들을 코드 속에서 정돈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근원’에서 인간과 세계 간의 심연이 갈라지고, 상징은 이 

갈라진 심연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도구다—상징은 중재다. … 따라서 

규칙적으로 상징들로부터 만든 코드들은 존재로 비약한 인간과 그가 

뛰쳐나온 세계 사이에 놓인 교량이다—코드들은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코드들은 개별적인 인간들 사이에 놓인 다리이기도 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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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들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의미해야 한다. 곧, 그 코드들은 

‘합의’에 따라 세계를 의미한다.  

(Ko: 83-84) 

 

플루서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지•텍스트•기술이미지라는 상징을 차례로 

발명해왔다.15 플루서가 인간의 문화적 조건에 두 번의 큰 전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그리고 텍스트에서 기술이미지로의 

전환을 일컫는 말이며, 플루서는 그런 전환점마다 인간의 존재 방식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고 설명한다(PF: v). 따라서 달라진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 텍스트, 기술이미지가 각각 어떤 

특성을 지닌 상징이자 코드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플루서가 상징복합체로 규정하는 기술이미지의 의미를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플루서는 기술이미지에 인간, 장치, 배포장치라는 세 가지 

주체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술이미지를 올바르게 

수용한다는 것은 이 세 주체의 의도가 기술이미지에 각자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 빌렘 플루서의 사상적 배경 

 

(1) 미디어 이론의 형성 

 

 
15 플루서는 자신의 이론에서 이미지, 텍스트, 기술이미지의 전환 과정을 마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한 도식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UB: 7). 즉, 플루서는 역사적 

사실에 한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이와 같은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문화적 조건을 통해 합리적인 추론을 전개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결국 그가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와 기술이미지가 탄생한 배경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상이한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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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미디어가 일상적인 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자명하지만, 그런 

미디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술, 방송, IT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미디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영역에서 쓰이는 미디어는 그 의미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미술에서 쓰일 때는 “회화, 조각 

따위에 쓰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IT 에서 쓰일 때는 “자료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고안된 전달 매개가 되는 물질”로, 매스컴에서 쓰일 

때는 “신문•잡지•서적•라디오•TV 등 메시지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용기”로 규정되고 있다(진경아, 2014: v). 

더구나 이제는 미디어 일반과 영상 미디어를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부분의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영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영상의 상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TV, 영화, 스마트폰 

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종 가전제품이나 건물의 외벽, 길거리의 

광고판에도 스크린이 삽입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오랜 시간 동안 

권위를 유지해오던 종이 위의 신문이나 잡지마저도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화면 속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체이론』의 저자 디터 메르쉬(Dieter Mersch, 2006/2009: 14)에 

따르면, 미디어 개념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흐름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이들을 각각 “감각적 인지론”, “언어이론”, “의사소통 기술론”이라 

부를 수 있다. 가장 먼저 미디어는 고 부터 18 세기까지 인간의 감각적 

직관을 매개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16  그러다가 18 세기에 

접어들면서 언어가 사유의 매체라는 의식의 전환이 생겨났고, 기존의 

미디어 개념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언어는 가장 주요한 미디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언어로서의 미디어는 물질이라는 기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재현•기억•묘사 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부각시켰다. 

 
16  그런 이유에서 고 에는 매체 개념이 자연철학과 고전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Mersch, 2006/20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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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 세기 중반 무렵, 의사소통 기능이 부각된 언어와 기술에 기초한 

언어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미디어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전환된다. 메르쉬는 

이때를 기점으로 미디어에 한 이해가 “수학을 근간으로 하는 ‘기능’과 

‘연산’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한다(Mersch, 2006/2009: 15). 이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론’의 관점은 20 세기의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이나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 빌렘 

플루서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미디어는 

‘물질’로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전달자’와 같은 폭넓은 해석의 

상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진경아, 2014: vi). 

메르쉬에 따르면, 기술 혁신의 시  이후로 등장한 다양한 미디어가 “각기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서 구조가 서로 상이하며” 공통점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이론은 미디어를 “특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독해야 하는” 다원적인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Mersch, 2006/2009: 12). 현  미디어 이론가들의 관심이 점차 미디어 

자체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즉, 이론가들에게 미디어는 더이상 그 

자체로 규정되어야 할 상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의 작용과 그런 

기술이 야기한 의사소통의 작용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는 상이 된 것이다. 

 

(2) 발터 벤야민과 빌렘 플루서 

 

19 세기는 산업혁명과 같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유례없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시 로 평가받는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이후로 소위 기술 미디어라고 불릴 사진•영화와 같은 광학적 미디어, 

TV•비디오•라디오 등의 전자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가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술 미디어의 등장이 언어에 

기초한 미디어 개념에서 기술에 기초한 미디어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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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 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현  미디어 이론 초기에는 소위 

마르크스주의 매체비판론이라 분류되던 벤야민,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브레히트(Brecht) 등의 이론가가 등장했다. 이들의 이론은 매체에 

한 기존의 언어적 관점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어의 

특성을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술적인 조건들에 연관”시키면서 미디어의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Mersch, 2006/2009: 61). 비록 벤야민과 같은 

학자는 과학기술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미디어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했고, 

아도르노와 브레히트와 같은 학자는 중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양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관점이 공통적으로 기술과 기술이 야기한 사회적인 결과에 

집중했다는 점은 미디어 이론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Mersch, 2006/2009: 

61). 

그중에서도 특히 영화를 통해 예술작품의 새로운 성격을 분석했던 

벤야민의 저작 「기술복제시 의 예술작품」은 (비록 그가 미디어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매체론상 가장 탁월한 논문”이자 매체 구조 

연구의 “기초이자 모범”으로 평가받는다(Mersch, 2006/2009: 69-70). 또한 

여기서 벤야민이 주장했던 “[기술]복제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제는 오늘날까지도 타당한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박평종, 

2012: 62). 

이처럼 벤야민의 이론이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미디어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술복제 미디어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복제 미디어의 존재론적 의미에 내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강재연: 2019: 5).17 벤야민은 새로운 

 
17  강재연(2019: 5)에 따르면, 벤야민의 사상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벤야민이 정치를 

목적으로 예술매체(영화)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술매체 자체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현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벤야민의 정치론과 매체론이 맞닿는 지점을 그의 표현을 빌려 “예술의 정치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Benjamin, 1928/200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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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기술로 탄생한 현 예술이 예술의 존재론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예술 형식 중에서도 특히 영화에 주목한다. 

당시만 해도 영화는 파시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 왔다. 

하지만 벤야민은 영화가 처한 당 의 현실에 승복하며 영화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의 형식에 내재한 실천적•정치적 

본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강재연, 2019: 48). 

벤야민은 영화의 기술적 바탕이 되었던 기술복제술을 이전까지의 기술과 

구별되는 제 2 기술로 명명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제 1 기술은 인간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기술이지만, 제 2 기술은 가능한 한 인간을 적게 

투입하는 기술로서 제 1 기술보다 공학적으로 더 발전된 기술이다(강재연, 

2019: 50). 벤야민은 그런 기술 발달의 결과로 기계화된 도구들이 인간을 

물리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인간은 그런 새로운 도구를 다루는 

일(유희)에 적응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도구를 통한 해방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즉, 기술이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류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벤야민은 이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유희적 관계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Benjamin, 1936/2007: 163-164). 

따라서 벤야민이 주목한 영화의 실천적 본질이란 그런 새로운 “도구를 

다루는 일이 조건 짓는 지각과 반응양식에 인간을 적응”시키도록 

기여한다는 점에 있으며(Benjamin, 1928/2007: 57), 벤야민은 그렇게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이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회 변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 하였다(Van Der Meulen, 2010: 185). 그리고 

그런 벤야민의 기  속에는 기술복제를 통한 영화의 확산이 중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중의 수적인 증가까지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 가 포함되어 있다(박치완, 2008: 76). 

「기술복제시 의 예술작품」이 1930 년 에 출판된 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벤야민이 정립한 이론은 독일의 비판적 미디어 이론가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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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계승•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1970 년  이후로 유럽으로 

건너와 활동했던 플루서 또한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와 같은 

독일의 이론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레 벤야민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8  플루서의 이론은 특히 기술 미디어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을 긍정했다는 측면에서 벤야민의 주장과 닮아 

있다(Meulen, 2010: 185). 또한 플루서가 자신의 이론에서 전통이미지와 

기술이미지를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벤야민이 전통 회화와 사진을 

구분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며, 플루서가 장치 개념을 차용한 

것 역시 벤야민이 같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던 브레히트의 장치 개념을 

자주 차용했던 것과 닮아 있다(Meulen, 2010: 189). 

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플루서와 벤야민의 이론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벤야민이 현  미디어의 가장 주요한 

특징을 기술적 복제에서 포착한 이유는 텍스트 질서와 이미지 질서 사이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특성과 미디어의 특성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지각과 예술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였다(Mersch, 2006/2009: 70). 벤야민의 관심이 영화라는 특정한 

매체에만 머물렀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플루서는 

기술 미디어를 예술 작품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체계로 생각했으며, 

따라서 영화를 포함한 모든 기술 미디어를 동일한 원리 아래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벤야민과 플루서가 각각 상이한 시 를 살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Meulen, 2010: 189). 벤야민의 시 는 

사진과 영화가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기로, 벤야민은 그런 사진과 

영화의 미래를 예견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플루서의 

시 에서는 사진과 영화뿐만 아니라 TV 와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 미디어가 

 
18 체코 프라하 출신의 빌렘 플루서는 2 차 세계 전 당시 독일 나치의 공격을 피해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이주했다. 그는 그곳에서 1970 년  초까지 저널리스트와 커뮤니케이션 철학 

교수로 활동했으며, 이후 유럽으로 돌아가 활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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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시기였기 때문에, 플루서는 이미 미디어의 고전이 되어버린 사진을 

반성(reflection)의 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벤야민이 기술 

미디어를 내다봐야(forward) 하는 입장이었다면, 플루서는 기술 미디어를 

돌아보는(backward)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플루서의 관점이 동시 의 다른 이론가들과도 

차별화되는, 제법 드문 견해였다는 사실이다. 당 의 일반적인 사진 비평이 

주로 “이미지 앞에서”(devant l’image) 이미지를 ‘보는 자’의 입장에 섰던 

것과 비교했을 때, 플루서는 독특하게도 “이미지 이전”(avant l’image) 

과정에 관심을 둔 ‘생산자’의 입장을 취했다(박상우, 2015a: 49). 즉, 당 의 

많은 이론가가 여전히 사진을 관찰의 상으로 간주했던 반면, 플루서는 

그런 사진의 생산과 수용 모두를 아우르는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플루서의 이론을 “이미지 자체의 분석에만 머물던 

기존의 기술이미지 비평을 이미지의 원인인 장치에까지 확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상우, 2015a: 49). 결과적으로 플루서의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이제까지 또 하나의 예술 혹은 또 하나의 미디어에 머물렀던 사진이 비로소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야기한 조건으로 주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마샬 맥루한과 빌렘 플루서 

 

20 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유럽의 서양 건너편에서는 소위 캐나다 

학파라고 19  일컬어지는, 마르스크주의 매체비판론의 관점과 극단적으로 

반 되는 성향의 미디어 이론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학파의 의의는 

 
19  메르쉬는 ‘캐나다 학파’라는 이름이 전통적인 사상 학파의 구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950 년  토론토 학의 문화기술 센터(Centre of Culture and Technology)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해오던 이론가들을 통칭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설명한다(Mersch, 

2006/2009: 98-99). 여기에 속하는 표적인 학자들로는 마샬 맥루한, 에릭 하벨록, 잭 구디, 

이언 와트, 존 컬킨, 에드먼드 카펜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문화 인류학자, 사회 인류학자, 

민속학자, 문예 이론가, 문헌학자, 역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57 

무엇보다도 오늘날 통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미디어’란 표현을 도입하고 

그것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 있다. 그중에서도 마샬 맥루한은 캐나다 학파의 

표적인 이론가이자 20 세기 미디어 이론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이론은 현  미디어 이론의 “진정한 기폭제”로 평가받는다(Mersch, 

2006/2009: 114). 

맥루한은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유기체의 일종이자 생태학적 환경으로 

이해한다. 즉, 모든 미디어가 인간 신체의 유기적인 확장일 뿐만 아니라 

그런 미디어가 변해가는 과정 자체가 진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박정선•이철영, 2019: 173-174). 따라서 유기적인 미디어와 관계를 

맺는 인간 역시도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감각 비율이나 지각 패턴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김민수, 2017: 17). 예컨 , 맥루한에게 기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미디어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인간의 감각, 관계, 정치, 

생활 양식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미디어는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감각의 확장이다(임상원•이윤진, 2002: 

292).”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철학에 

기초한 감각 이론에 그 토 를 두고 있다. 아퀴나스는 감각에 한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 입장을 비판하며, 감각을 통한 지각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추론 형식이라는 입장을 

취한다(임상원•이윤진, 2002: 289). 그런 아퀴나스의 지각 이론에서는 

감각과 세계 사이에 일정한 구조적 연속성을 전제하며, 인간과 지각의 

상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감각이 세계에 한 상을 ‘균형 있게’ 

재현해내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이론에 기초한 맥루한의 

감각 이론 역시 자연스레 인간의 모든 감각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임상원•이윤진, 2002: 288). 

이와 같은 맥루한의 주장은 그의 저서 『구텐베르크 은하계』(The 

Gutenberg Galaxy, 1962/2001)와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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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2011) 전반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맥루한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근  문화의 형성, 즉 인쇄술의 발달이 

구술문화를 어내고 문자 문화를 강화해왔던 서양의 근 화 과정을 

비판하고 있다(임상원•이윤진, 2002: 287). 맥루한은 알파벳과 인쇄술에 

기초한 서양의 근  문명이 지나치게 시각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편향까지도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인쇄라는 

미디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시각적 편향으로 인해 인간은 

의사소통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맥루한은 그런 상실된 의사소통의 

생명력을 복원할 안으로 전자 미디어에 기 를 걸었던 

것이다(임상원•이윤진, 2002: 279). 

그런 이유에서 맥루한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의사소통의 범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화폐, 교통수단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미디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임상원•이윤진, 2002: 292-293). 따라서 맥루한의 등장 이전까지는 

미디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메시지, 콘텐츠 등)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후로는 인간•사회•문화에 미치는 미디어 자체의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임상원•이윤진, 2002: 293). 메르쉬(2006/2009: 

117)는 그런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미디어가 “지각의 형식, 사고 

구조, 정치 질서 및 문화의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성찰하는 첫 

번째 체계적인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즉, 미디어는 맥루한을 거치면서 

비로소 “인간학적이고 선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미디어 자체가 곧 

인간의 경험•사고•인식•행위를 결정하는 삶의 조건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Mersch, 2006/2009: 117). 그러므로 맥루한의 유명한 명제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의 의미도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인간의 

삶의 과정에 새로운 척도가 생겨났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김민수, 

2017: 19).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맥루한에게 미디어란 인간의 감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 요소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나아가 언어 역시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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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일종이다(임상원•이윤진, 2002: 294). 다시 말해, 미디어가 언어인 

것이 아니라 언어가 미디어인 것이다. 메르쉬(2006/2009: 144)가 맥루한 

이후로 마침내 미디어에 한 이론적 접근이 “언어학적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학적 전환”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다. 

플루서의 이론이 벤야민과는 달리 영화라는 특정 미디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발생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를 관심의 상에 

두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선형적인 알파벳의 문자 문화와 새로운 기술 미디어의 

문화 사이의 립이라는 관점을 계승한다는 점에서도 플루서는 맥루한의 

분석 틀을 빌려온 것처럼 보인다(Meulen, 2010: 185).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플루서는 ‘유럽의 맥루한’이란 별명을 얻으며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하지만 플루서와 맥루한의 이론 사이에는 여전히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맥루한이 다양한 이유에서 글쓰기와 문자 문화의 

몰락을 환영했던 반면, 플루서는 기술 미디어의 도래에 해 더욱더 

비판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Meulen, 2010: 186). 

플루서는 분명하게 기술이미지의 등장이 역사의식과 비판적 사고에 한 

진지한 도전이 되리라고 예측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 비평의 

틀로는 기술 미디어가 만들어낼 새로운 문화를 비평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플루서는 기술이미지의 도래가 

야기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인간의 자유와 관련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검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플루서의 이론이 어떤 

사상적 토  위에 기초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플루서는 이론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통적인 학술 형식을 거부했고, 그런 

이유에서 그의 저작에는 어떤 참조나 각주도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플루서는 자신의 작업이 기술이미지를 해명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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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기초한 학문 형식이 오히려 자신의 사유를 명료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Meulen, 2010: 182). 

  

플루서와 연계된 것이 무엇이고 그가 어디에 연결되었는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종결되지 않은 이론, 어떤 확실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작업 텍스트” 혹은 “프로젝트”를 접한다. 

(Mersch, 2006/2009: 1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플루서의 이론이 당 의 이론가들과 

수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면서 정립된 이론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론이 현  미디어에 관한 적절한 비평의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Meulen, 2010: 187). 

 

 

2. 세 가지 코드와 의사소통 

 

(1) (전통적) 이미지20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인간 최초의 기록은 개 동굴이나 바위 등에 

그려진 이미지의 형식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 중 언젠가부터 

 
20 전통적 이미지(the traditional image, 이하 전통이미지)의 “전통적”(traditional)이란 표현은 

플루서가 Into the Universe of Technical Images 에서 인류 최초의 상징으로 등장한 이미지를 

지칭할 때 썼던 표현으로(UB: 6),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술이미지와는 달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동굴벽화, 회화 등)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플루서가 최초의 

상징인 이미지를 별도로 ‘전통’이미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상징의 이미지적 특성(표면성, 

마술적 특성 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적’이란 용어가 전통이미지와 기술이미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61 

시공간의 4 차원 21  세계에 있는 상을 2 차원의 평면으로 옮기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한편으로 4 차원을 2 차원으로 

‘축소’(reduction)하는 능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상을 이미지로 

‘추상’(abstraction)하는 능력이다. 플루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을 일컬어 “상상력”(imagination)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하게도 이런 

상상력은 이미지를 생산하고 해독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PF: 1). 

플루서의 상상력 개념은 다시 코드화(encode)와 해독(decode)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세계의 상을 2 차원의 상징으로 

추상하는 것은 일종의 코드화인데, 그런 코드화 과정은 인간의 내면—특히 

 
21 플루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체의 세계를 4 차원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4 차원이란 

3 차원의 ‘공간’에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루서가 

말하는 4 차원으로서의 세계는 곧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세계를 뜻한다. 

세계를 4 차원으로 이해하는 플루서의 관점은 시 적으로 발전해 온 시간과 공간에 한 

철학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런 철학적 이해는 다시 과학 이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표적으로 칸트는 뉴턴(Isaac Newton)의 물리학에 기초하여 시간과 

공간을 이해한다. 뉴턴의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을 서로 분리된 절 적•객관적 존재로 

전제했던 것을 바탕으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각각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선험적인 형식이라고 정의 내렸고, 그렇게 칸트 이후의 시간과 공간은 인식의 

상이 아니라 인식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박진, 2007: 160; 황수영, 2005: 188). 

이와 같은 전제는 시간과 공간의 상보성을 해명했던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이론이 

등장한 뒤로, 베르그송(Henri Bergson)과 같은 철학자에 의해 형식이 아닌 실재로서의 시간 

개념을 탐구하는 작업 등을 통해 비판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송영진, 2008; 황수영, 2005 

참고). 

하지만, 이와 같은 철학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전히 인간의 감각을 벗어나는 

차원이자 세계의 형이상학적•존재론적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컨 , 황수영(2005: 

186)은 베르그송이 탐구했던 인간의 인식론과 시간의 조건 또한 그의 형이상학과 분리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플루서 역시 인간이 감각을 통해 형성해 온 상징체계에서는 

시간의 차원이 전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플루서는 시공간의 세계 속 

존재였던 인간이 세계의 시간 차원을 제거하면서 비로소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세계 바깥의 존재가 된 인간이 결국 그들과 세계 사이에 생긴 심연을 극복하기 위해 

상징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UB: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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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머릿속 — 에서 일어나지만 그 시작과 끝은 인간의 신체를 통해 

일어난다. 인간은 먼저 ‘눈’으로 세계를 관찰한 뒤 그렇게 관찰한 세계의 

단면을 머릿속에서 특정한 시공간의 관점에 고정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세계의 시간과 공간(깊이) 차원은 제거되고, 세계 속 4 차원의 상은 

머릿속 2 차원의 평면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관찰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추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관찰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표현해야만 한다.22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관찰을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접근 

가능하고 상호주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손’을 사용해서 머릿속 

이미지를 “출판”(publish)하기 시작했다(UB: 11). 

이처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의 코드화는 눈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코드화의 ‘상징적인 작용’이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코드화된 상징을 해독하려면 당연하게도 그런 인간 내면의 상징화 과정을 

파악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지의 해독이란 곧 

“이미지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인간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박상우, 

2015a: 54-55). 

이미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면”(significant surface)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은 2 차원의 이미지를 4 차원의 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PF: 1). 왜냐하면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이 세계 속의 구체적인 

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 차원의 평면인 이미지를 4 차원의 구체적인 

상으로 해독해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비록 이미지는 

언제나 표면 위에 고정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한눈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파악하는 이미지는 여전히 ‘표면적’이고 

 
22 이런 이유에서 플루서의 ‘상상력’ 개념은 의사소통을 위해 상징의 의미 관계 속으로 다른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상징 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이다(김성재, 2013: 38). 그러므로 플루서의 

‘상상력’은 상징의 의미에 한 합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은 고독 속에서 수행되는 

독자적인 행위도 아니고 천부적인 재능과도 별 상관이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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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적’이기 때문이다(PF: 2). 실제 세계가 지니고 있던 깊이는 인간이 

세계를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거되며, 오히려 깊이가 없다는 

이미지의 피상성(Oberflächlichkeit)이야말로 이미지를 세계 속 상의 

복제나 모사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징적 차원의 

존재로 구별 짓는 특징이 된다. 

따라서 피상적인 이미지의 해독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플루서는 이미지로 추상화된 차원을 재구성하려면 

이미지의 표면 전체를 의식적으로 쭉 훑어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캐닝”(scanning) 활동이다(PF: 2). 스캐닝을 할 때 관람자의 시선은 

복합적인 경로를 따라 이미지의 표면 위를 돌아다닌다. 이때 시선의 경로가 

복합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미리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의도와 관람자의 의도 모두에 의해 얼마든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미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도, 즉 ‘이미지의 

구조가 만들어낸 의도’와 ‘관람자의 의도’ 사이의 종합(synthesis)이다(PF: 2). 

또한 이런 이유에서 이미지는 세계를 그 자체로 지시할 수 없으며, 

이미지의 의미 또한 고정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이것이 바로 플루서가 

이미지를 숫자와 같이 외연적(denotative)인 상징이 아니라 

내포적(connotative)인 상징복합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PF: 2). 

스캐닝을 통해 이미지의 표면 위를 거니는 관람자의 시선은 이미지의 

요소들 사이에 (의미를 만드는) 모종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때 이미지의 

의미는 관람자의 시선에 의해 하나의 특정한 요소에만 환원될 수도 있고, 

그런 특정한 요소가 곧 의미의 전달자 차원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 또한 

관람자의 시선은 얼마든지 이미 보았던 그림의 요소로 되돌아갈 수도 

있으며, 먼저 본 것과 나중에 본 것 사이에 시간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미지의 각 요소는 다른 요소들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다른 

요소들로부터 자신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선험적이거나 인과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순환적이다.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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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란 곧 모든 것이 반복되고 모든 것이 의미를 만드는 맥락에 참여하는 

“마술의 세계”이며, 이런 이유에서 플루서는 이미지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공간을 “상호작용적 의미 공간”이라고 규정한다(PF: 3).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미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이미지의 마술적 본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박상우(2015b: 92)는 이미지의 세계를 ‘마술적’이라고 설명하는 전통이 

이미지 이론의 역사에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플루서가 

이미지를 ‘마술의 세계’라고 표현할 때는 전통적인 이미지 이론에서 

의미하던 마술적 성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이미지의 

세계를 모사, 가상, 비현실, 환상이라는 의미에서 마술적이라고 표현해왔던 

반면, 플루서는 이미지 세계에서 발견되는 시간 관계와 의미 관계가 모두 

비선형적이고, 반복적이고, 상호적이라는 뜻에서 그것을 마술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플루서가 규정하는 이미지의 마술적 특징이란 텍스트의 

세계에서 모든 시간 관계와 의미 관계가 순서에 따라 인과적으로 

규정된다는 점과 구별되는 이미지만의 고유한 특징이다(박상우, 2015b: 92-

93). 따라서 이미지에서 고정된 사건(frozen events)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이미지에서는 사건이23 사태(states of things)로 체되고, 

장면(scenes)으로 번역된다(PF: 4). 그리고 이와 같은 이미지의 마술적인 

힘은 모두 깊이가 없다는 이미지의 특징, 즉 피상성에서 비롯하고 있다. 

 

(2) 텍스트 

 

인간은 이미지에 이어서 텍스트라는 상징을 다시 한번 발명해낸다. 이때 

인간이 텍스트를 만들어낸 방식은 이미지의 요소를 표면에서 떼어내 선 

 
23 박상우(2015b: 93)에 따르면 플루서에게 사건이란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 자체이자 

코드화되기 이전의 실재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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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재배열하는 것이었다. 임유영(2009)은 플루서가 설명하는 텍스트의 

탄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그림[이미지] 세계를 중개하는 텍스트의 세계는 세계를 간단히 

드러내기 위해 그림의 세계를 파괴했다. 텍스트가 상상을 통해 탄생된 

평면을 파편화시키고(합리화하고), 파편들을 실처럼 길게 선형의 

행으로 뽑아낸 후(계산한 후), 이 파편들을 전체 정보로 

모으는(구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임유영, 2009: 322) 

 

플루서는 이와 같은 텍스트의 탄생을 좁은 의미에서 ‘역사’의 시작이자 

‘역사의식’(historical consciousness)의 시작이라고 말한다(PF: 6).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이 선형의 문자와 선형적인 글쓰기를 발명함으로써, 마술의 

순환적인 시간은 역사의 선형적인 시간으로 코드변환(transcode)되고 

마술적인 의식은 역사의식으로 체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생산하고 해독하기 위해 상상력이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독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이 인간의 정신에 

생겨났다. 다시 말해, 텍스트와 글쓰기의 탄생으로 인간에게는 상상력을 

체할 새로운 능력인 “개념적 사고”(conceptual thinking)가 탄생한 

것이다(PF: 6).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상력이 세계의 상을 평면의 

이미지로 추상하는 능력이었다면, 개념적 사고는 ‘평면의 이미지를 

선(텍스트)으로 한 단계 더 추상하는’ 능력이며, 그렇게 텍스트가 

이미지보다 추상적인 만큼 개념적 사유 또한 상상적 사유보다 더 

추상적이다(PF: 6). 

그러나 이처럼 텍스트가 ‘세계 자체에 한 추상’이 아니라 (즉, 

직접적으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추상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추상’한 상징이라는 플루서의 주장에는 별도의 해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플루서 본인은 여기에 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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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한 플루서의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칸트(Immanuel Kant)의 인식론을 인용하고자 한다. 

칸트의 인식론은 ‘감성적 직관’과 ‘오성적 개념’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인식의 원천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감성적 직관이 “개별적 

표상작용으로서 구체적인 상에” 직접 관계한다면, 오성적 개념은 “일반적 

표상으로서 직관 이후의 상에” 간접적으로 관계한다(박지희, 2000: 15). 

다시 말해, 칸트의 인식론에서 인간은 감각을 통해 상을 받아들인 뒤 

직관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모종의 표상을 갖게 되며, 그런 표상들은 다시 

오성의 개념을 통해 포착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24  왜냐하면 칸트에게 개념이란 곧 “현상들을 문자로 철자화 

하는 규칙”일 뿐이며(조미영, 2004: 7), 그런 개념이 문자로 포착해낼 수 

없는 사태(즉, 개념화될 수 없는 사태)로 남겨질 표상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25 

따라서 우리의 사유 속에 존재하는 것은 본래 표상이며, 개 직관에 

의한 표상은 이미지로, 개념에 의한 표상은 텍스트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칸트의 인식론에 비추어 볼 때, 개념적 사유가 

이미지를 추상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는 플루서의 주장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상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형문자의 경우처럼) 이미지의 선적인 요소를 추상해 텍스트를 

 
24  비록 칸트가 직관과 개념이 종합하는 작용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점에서(조미영, 2004: 6), 표상은 그 자체로 인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표상 수준의 인식에 한 다양한 이론적 해명이 있어 왔으며, 여기에 한 

표적인 예로 벤야민의 ‘이미지적 인식’에 관한 설명이 있다(강재연, 2019: 8 참고). 

25  개념화될 수 없는 사태의 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술 혹은 자연에서의 미적 

체험”이다(조미영, 2004: 2). 칸트에게 미적 체험이란 근본적으로 개념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험이자 오성의 개념적 사유로는 포착될 수 없고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일종의 균열적 

체험이며,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개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력의 표상”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칸트의 미감적 이념(aesthetic idea)이다(Kant, 1790; 조미영, 2004: 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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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감성적 직관으로 

형성된 이미지적 표상을 다시 개념적(텍스트적) 표상으로 추상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개념이 상에 간접적으로 관계한다는 칸트의 주장처럼, 

플루서에게도 텍스트(개념)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의 표상인 이미지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플루서는 텍스트가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텍스트적인 개념은 인간이 이미지적인 

관념(idea)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PF: 6). 결국 

텍스트를 해독한다는 것은 텍스트가 의미하고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이미지의 메타코드(metacode)다. 

 

(3) 기술이미지 

 

전통이미지와 텍스트에 이어서, 인간 문화에 세 번째로 등장한 상징은 바로 

기술이미지다. 플루서가 기술이미지를 “장치에 의해 생산되는 이미지”라고 

정의한 것처럼(PF: 10), 그것의 등장은 장치가 탄생한 시점에 비로소 

가능했다. 그리고 장치가 과학적 텍스트인 이론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술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과학적 텍스트의 간접적인 생산물이다. 그리고 

플루서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술이미지가 전통이미지와는 상이한 

역사적•존재론적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말한다(PF: 10).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이미지는 텍스트에 앞서 등장했으며 기술이미지는 

텍스트에 뒤따라 등장했다. 다시 말해, 텍스트는 전통이미지에서, 

기술이미지는 텍스트에서 각각 탄생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역사적인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전통이미지는 전역사적이고 

기술이미지는 탈역사적이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전통이미지가 구체적인 세계를 추상한 1 차 

추상물이라면, 기술이미지는 텍스트를 추상한 3 차 추상물이다(PF: 10-11). 

왜냐하면 전통이미지는 세계 속 구체적인 상을 의미하지만, 기술이미지가 



 

 68 

의미하는 것은 2 차 추상물인 텍스트(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를 해독한다는 것은 곧 기술이미지가 의미하는 텍스트(개념)를 

읽어낸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텍스트는 기술이미지의 

메타코드다.) 

하지만 전통이미지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이미지를 해독한다는 

것 역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가 분명 해독이 

필요한 ‘모호한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마치 해독이 

필요 없는 ‘명백한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기술이미지는 

전통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자동으로 표면 위에 반영된 것처럼 

보여서, 누구나 한눈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둘째, 마치 손가락과 지문의 관계처럼 세계가 명백히 기술이미지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PF: 11). 표적으로, 기술이미지의 원형이자 

모델인 사진을 명백한 세계의 재현이라고 여기는 사진 비평의 관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플루서는 전통이미지와 기술이미지 모두 2 차원의 표면 위에 떠 있는 

상징이자 피상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고 

마술적이라고 말한다(PF: 11-14). 이렇게 볼 때, 기술이미지는 마치 

1 차원의 선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보다 더 구체적인 2 차원의 상징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텍스트가 기술이미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의 

선적인 요소가 점적인 요소(0 차원)로 붕괴되어야 하며, 그런 점들의 조합을 

통해서만 비로소 2 차원의 표면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플루서가 

기술이미지를 텍스트보다 한 단계 더 추상된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이와 같은 상징의 전환은 숫자가 문자 코드의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 시점에 비로소 가능해졌다(RB: 147). 물론 

데카르트적 사유의 등장 이후로, 뉴턴이나 라이프니츠(Leibniz) 같은 학자들 

역시 숫자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플루서는 이들이 

여전히 숫자를 텍스트의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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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연속적인 곡면을 선형의 논리로 설명해내기 위해 미분방적식과 

같은 “기교”가 탄생한 것이 그 예다(RB: 147). 

그러나 점차 상을 선이 아닌 점으로 쪼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런 

각각의 점이 숫자의 연산을 통해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숫자는 비로소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6  표적으로 장치 

프로그램을 통해 숫자로 표현되는 기술이미지의 표면은 0 차원으로 붕괴된 

개념의 점들을 집합시켜 (마치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도록 

만드는데, 이는 사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디지털 미디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다. 예컨 , 필름 사진은 사진기 속 감광판(필름) 위의 

입자들이 화학적 작용을 통해 색을 띠도록 만드는 이론에 기초하여 

탄생했고, 디지털 장비 또한 픽셀이라는 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동일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징인 것이다. 

플루서는 이런 이유에서 기술이미지가 등장한 새로운 이미지의 시 를 

마치 텍스트 이전의 전통이미지 시 로 회귀하게 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LO: 61). 기술이미지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는 분명 

전통이미지의 전역사(선사)시 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탈역사시 로의 

진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미지의 탈역사성은 ‘전통이미지의 

마술’과 ‘기술이미지의 마술’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통이미지의 마술이 세계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기술이미지의 마술은 

세계와 관련된 우리의 ‘개념’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미지의 

새로운 마술은 “탈역사적”이다(PF: 15). 27  따라서 기술이미지를 위한 

 
26  여기에 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하나의 글 속에 담긴 텍스트에서는 각각의 글자, 단어, 

문장이 모두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특정한 규칙으로 묶여 있다. 예컨 , 앞서 나온 단어는 

뒤따라 나오는 단어의 의미와 형식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기술이미지의 표면에서 각각의 점들은 상호 간의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다. 하나의 

점은 각각의 점이 나타내야 할 (색이나 형상 같은) 상징만을 나타낼 뿐이며, 그렇게 드러나는 

점들의 상징에 종합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관람자인 인간의 몫이다. 

27  플루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실은 동굴벽화 앞에서의 체험과 텔레비전 앞에서의 

체험이 서로 다른 종류라는 예시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P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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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은 전통이미지의 상상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며, 그것은 

텍스트의 개념을 기술이미지로 코드화하는 능력과 코드화된 기술이미지를 

텍스트의 개념으로 해독하는 능력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PF: 13). 

그렇게 기술이미지는 인간을 개념적 사유의 필요성에서 해방시키며, 

인간의 역사의식을 2 차적 마술의 의식으로 체시킨다(PF: 16). 그리고 

바로 이런 변화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에서는 모든 

가치에 한 재평가(revaluation)가 일어나게 된다(PF: 35-36). 그리고 

플루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텍스트와 기술이미지의 전환기 사이에 

텍스트의 선형적인 구조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 와 기술이미지의 마술적인 

구조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세  사이에 결정적인 단절이 일어난다고 

경고한다(LO: 67). 왜냐하면 기성세 는 여전히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아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 는 더이상 그런 

기성세 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술적인 특징보다 기술이미지의 해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술이미지를 ‘객관적’인 상징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술이미지를 해독이 필요한 상징이 아니라 

마치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인식되어야 할 세계의 징후(symptom)인 

것처럼 간주한다(PF: 12). 하지만 플루서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기술이미지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순진한(naive) 이들이라고 비판하는데(PF: 

49), 박상우(2015a: 51-52)에 따르면 플루서의 이런 비판은 당시의 사진 

철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거울론과 인덱스론 28 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관점의 사진 비평에서는 사진을 세계를 향한 일종의 ‘창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진의 관람자는 자신의 눈을 신뢰하는 만큼이나 눈앞의 

 
28 인덱스론이란 1980 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같은 이론가들을 통해 제기되었던 

사진 비평의 한 관점이다. 거울론과 인덱스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각각 Park, S. (2007)의 

“Identity and identification through photography”와 홍창호(2018)의 「현 미술에 나타난 

복제이미지와 인덱스 특성의 의미고찰」을 참고할 것. 



 

 71 

사진을 신뢰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 토 한 기술이미지 비평은 그것을 

이미지의 일종이 아닌 세계를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비평한다(PF: 12). 

다시 말해, 그들의 비평은 사진이라는 인간의 생산물에 한 분석이 아니라 

세계 그 자체(혹은 세계관)에 한 비평인 것이다. 

그러나 플루서가 보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기술이미지의 객관성”, 즉 

기술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저 기만에 

불과하다(PF: 12). 플루서는 기술이미지가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추상적이라는 사실을 흑백사진과 컬러사진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PF: 50), 플루서가 보기에 흑백의 사태란 실제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론적으로도 흑백의 사태가 ‘이상적인 경우’이자 ‘개념의 극단’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흑이란 모든 빛의 파장의 부재이며 백이란 

모든 빛의 파장의 현존이기 때문에 흑과 백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그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실제 세계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플루서는 이제까지 오직 이론적•개념적으로만 가능했던 흑백의 

사태가, 이제는 광학적인 이론을 통해 생산되는 사진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PF: 52). 즉, 흑백사진이란 광학 이론을 

통해 ‘흑’과 ‘백’ 같은 이론적 개념을 이미지로, 사태로 재코드화 해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론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흑백사진의 뒤를 이어 

컬러사진이 등장했다. 비록 새롭게 등장한 컬러사진의 색이 마치 세계의 

색을 직접 추출해 사진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였지만, 플루서는 그런 

컬러사진의 색조차 흑백사진의 이론적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PF: 52). 예컨 , 만일 어느 사진가가 초록빛의 초원을 사진에 

담았다면, 사진 속 초록색은 화학 이론을 통해 규정된 ‘초록’이란 개념의 

이미지일 뿐이며, 사진기는 그런 개념을 이미지로 변환하도록 프로그램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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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사진 속 초록색 또한— 상에서 이미지(표상)로, 다시 

텍스트(개념)로의 추상을 거치면서—어떤 식으로든 실제 세계의 초록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사진의 초록과 실제 초원의 초록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플루서는 컬러사진의 

초록과 실제 초원의 초록 사이에는 “일련의 복잡한 코드화 과정이 

삽입”되어 있으며, 그 과정이란 실제 초원의 초록과 그 초원을 흑백사진으로 

찍었을 때 보이는 회색 사이의 연관성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라고 

말한다(PF: 53). 오히려 플루서에게는 흑백사진이 자신의 이론적 근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컬러사진보다 더 ‘진짜’에 가까운 것이며, 

컬러사진의 색이 진짜와 점점 더 가까워 보일수록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이론적 근원을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컬러사진(그리고 컬러사진 속 초록색)은 

흑백사진(그리고 흑백사진 속 회색)보다 더 추상적이며, 이렇게 사진의 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의 추상성은 사진의 모든 구성요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진의 모든 요소는 프로그래밍된 절차의 복잡한 

코드화를 거쳐 개념이 표면 위에 묘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개념이 추상화된 상징복합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우리가 사진에서 

해독해내야 할 것은 바로 사진의 모든 요소에 한 이런 “기만(deception)의 

코드”다(PF: 54).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술이미지가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 아니라 세계에 

한 ‘이미지’의 일종이라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있는 그 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개념에 따라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는 마술적 효과가 

있는 표면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통이미지와는 다르게 기술이미지의 

해독에서는 이미지와 그것의 의미 사이에 인간 외의 “또 하나의 요인”, 즉 

장치가 끼어든다(PF: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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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기술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추상 작용은 

장치와 인간의 복합체를 통해 일어나는데,29 중요한 것은 그 복합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감춰진 채로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이미지를 만드는 

복합체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이며, 기술이미지의 코드화는 

바로 그 블랙박스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플루서는 모든 

기술이미지 비평이 블랙박스인 복합체 내부의 작업을 설명하는 것—물론 이 

설명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명이 아니라 의도와 상징에 관한 해명이다—

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런 기술이미지 비평을 해내지 못하는 한 인간은 

기술이미지에 해 문맹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PF: 14). 

 

 

3. 상징복합체로서의 기술이미지 

 

(1) 기술이미지에 반영되는 세 가지 의도 

 

플루서에게는 전통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기술이미지 역시도 상징복합체다. 

왜냐하면 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술이미지에서도 둘 이상의 의도가 

종합되어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미지가 전통이미지보다 더 추상적인 상징복합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해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PF: 13). 이는 한편으로 기술이미지가 

바깥의 세계가 아닌 텍스트의 개념을 의미하는 3 단계의 추상물인 탓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너무나 다양한 

 
29 기술이미지를 생산할 때 인간은 (전통이미지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상상력에 관여하지만, 

장치가 관여하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는 능력인 

일종의 시각화(visualization)이다(박상우, 2015a: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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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반영되면서 그것이 세계를 있는 그 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30 

전통이미지의 해독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진행되었던 코드화 과정을 

해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기술이미지의 해독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와 그것의 의미 사이에는 사진가뿐만이 아니라 

사진기라는 장치의 의도, 그리고 심지어는—플루서가 채널(channel)이라고도 

부르는 — 배포장치(distribution apparatus)의 의도까지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의 해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주체의 

의도가 어떤 식으로 기술이미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먼저 사진가가 기술이미지에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왜냐하면 장치가 (적어도 완전히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작업의 수행을 위한 기능인으로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PF: 36). 플루서는 그렇게 기술이미지에 개입하는 사진가의 의도를 

 
30  여기서 기술이미지에 “너무나 다양한 의도”가 반영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기술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인간, (생산)장치, 배포장치의 세 가지 의도가 

반영된다. 이때 플루서의 장치 개념에는 사진기와 같은 물질적인 상뿐만 아니라 언론사, 

행정부, 산업계 등과 같은 각종 사회•경제•정치적 의미의 장치까지 포함된다(박상우, 

2015a: 65). 이와 같은 논리는 프로그램에 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플루서에게 프로그램이란 물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일 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프로그램, 특정 

기업의 프로그램, 국가의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확률 조합 게임을 따르는 모든 상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플루서가 보기에, 기술이미지에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생산)장치와 배포장치 프로그램의 

배후에는 다시 수많은 메타프로그램이 숨어있다. 예를 들어, 사진기의 프로그램 뒤에는 사진 

산업의 프로그램, 산업복합체의 프로그램,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등과 같은 거 한 

프로그램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각 하위 프로그램에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킨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 위에 존재하는 메타프로그램의 의도를 반영하며, 그런 

메타프로그램은 또다시 상위 메타프로그램의 의도를 반영한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피라미드에 위치한 모든 프로그램은 각각이 자신의 의도를 위해 하위 프로그램을,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프로그래밍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결국 한 프로그램 속의 의도는 

해당 프로그램 고유의 의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피라미드 내의 여러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기술이미지에 다양한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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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한다(PF: 55). 첫째, 세계에 한 자신의 개념을 

이미지로 코드화하는 것. 둘째, 그런 코드화를 위해 사진기 장치를 사용하는 

것. 셋째, 그렇게 만들어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진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인식•가치 판단•행위를 위한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 넷째, 그 모델을 가능한 한 영원하게 만드는 것. 따라서 이와 같은 

사진가의 의도를 우리는 “사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다(PF: 56). 

사진가가 이처럼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장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장치 프로그램 또한 사진가와는 별개로 자신의 의도를 사진에 

담아내고 있다. 플루서는 그렇게 기술이미지에 작용하는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PF: 56). 첫째, 프로그램에 내재하는 

가능성을 이미지로 실현하는 것. 둘째, 완전한 자동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진가를 이용하는 것. 셋째,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배포함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에 한 사회적 피드백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이 진보적으로 개선되는 것. 따라서 

이와 같은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를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나아가 사회적 피드백을 자신의 “진보적인 개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다(PF: 56).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진을 생산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사진가의 의도와 

사진기의 의도가 투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며, 그런 사진에는 이 둘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제 사진에서는 사진가의 의도와 

사진기의 의도가 결코 분리될 수 없게끔 서로 맞물려 있지만, 플루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진의 해독을 위해 그것들을 각각 분리한 뒤 관찰할 수 

있어야만 하며, 바람직한 사진 비평이란 그들의 의도가 각각 어떤 식으로 

사진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PF: 55). 

 

(2) 배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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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미지와 다르게 전통이미지는 원칙적으로 배포가 아닌 전달의 

상이다. 왜냐하면 전통이미지를 전달하는 일은 그것을 한 명의 

소유자에게서 다른 소유자에게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은 유일무이한 원본(original)의 가치다. 

하지만 사진을 비롯한 기술이미지는 복제를 통해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본의 개념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사물로서의 사진 또한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PF: 63). 

물론 산업사회의 산물인 상품도 노동을 통해 비개연적인 형식으로 

변형됨으로써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상품에서 정보는 상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으로부터 떨어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산업사회의 정보를 ‘소비’하고 ‘소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만 사진의 가치는 그것이 인화된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표면에 부착된 ‘상징’에 있기 때문에, 비록 사진이 종이라는 물질에 

고정되어 있을 때라도 그것의 물질성은 일종의 “기만”이다(PF: 63). 

사진을 비롯한 기술이미지의 정보는 상의 표면 위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손쉽게 다른 표면으로 옮겨갈 수 있다. 즉,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다. 플루서는 이런 의미에서 기술이미지와 탈산업사회가 

사물과 소유 개념의 몰락을 예견한다고 말한다(PF: 64). 왜냐하면 

기술이미지 세계에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기술이미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미지 세계에서는 정보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보의 프로그래머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의 정보에 부여되는 새로운 가치는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인식론적•정치적•도덕적•미학적 가치를 모두 

재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제까지 텍스트는 정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왔다(PF: 66). 첫째, ‘A 는 A 이다’(A is A)와 같은 지시적인 

정보. 둘째, ‘A 는 A 이어야 한다’(A must be A)와 같은 명령적인 정보. 셋째, 

‘A 는 A 일지도 모른다’(A may be A)와 같은 소망적인 정보. 그리고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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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정보 형식은 각각 진(眞), 선(善), 미(美)의 영역에 응한다. 그러나 

플루서는 이와 같은 분류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세계의 상에서는 지시적 정보가 동시에 

명령적이고 소망적일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정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이미지의 배포장치는 이와 같은 정보의 이론적 분류를 실제로 

수행해낸다. 예를 들어, 사진의 배포장치 중에는 학술지나 보도 잡지와 같은 

지시적 사진을 위한 채널이 따로 있고, 정치적•상업적 광고 포스터와 같은 

명령적 사진을 위한 채널이 따로 있고, 갤러리나 예술 잡지와 같은 소망적 

사진을 위한 채널이 따로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진이라도 어떤 채널을 

통해 배포되느냐에 따라 그 사진의 최종적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플루서는 여기에 한 예시로 아폴로 11 호의 “달 착륙 사진”이 배포되는 

과정을 설명한다(PF: 67). 맨 처음 우주항공잡지에 소개된 달 착륙 사진은 

과학적 업적의 상징으로 배포되었다. 그러다가 그것은 미국 영사관의 

홍보물로 배포되면서 정치적인 선전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이후 그것은 

다시 미국의 한 담배 광고 포스터에 삽입되면서 상업적인 상징으로 

바뀌었으며, 마침내 예술 전시장의 작품 속 상징으로까지 옮겨갔다. 

플루서는 이처럼 동일한 사진이 서로 다른 채널로 옮겨질 때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플루서가 보기에 사진을 채널 

속으로 배포하는 것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복제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코드화 과정이다. 즉, 배포장치는 “사진 속으로 침투”하여 사진의 수용을 

위한 “결정적인 의미”를 사진에 부과하며(PF: 67), 배포 채널이라는 

미디어는 사진의 “최종적인 의미”를 코드화하는 것이다(PF: 70).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런 배포장치의 코드화 과정에 

사진가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사진가는 기술이미지를 

생산하는 장치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배포장치와도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가는 사진기의 기능인인 

동시에 배포장치의 기능인이다(박상우, 2015a: 66). 사진가는 이미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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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을 때부터 특정한 채널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을 

그 배포장치의 프로그램 아래서 코드화한다. 플루서의 더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면,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특정한 학술지의 출판을 위해, 특정한 

광고 잡지에 실리기 위해, 특정한 전시 기회를 위해서다(PF: 67). 

이처럼 플루서가 사진가의 의도를 배포장치에 종속된 것처럼 묘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사진가의 의도 중 세 번째, 즉 

자신의 사진이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 유용한 

수단이 바로 배포장치라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배포장치의 채널이 사진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플루서는 사진가와 (생산)장치 사이의 공생관계를 사진가와 

배포장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한다. 사진가는 자신의 사진이 배포장치 

프로그램의 의도에 부합해야만 출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가 담긴 인식론적•정치적•미적 개념을 사진 속에 ‘몰래’ 심어 

놓음으로써 배포장치의 검열을 통과하고자 한다. 반면 배포장치는 그런 

사진가의 은 한 삽입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만들거나 진보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출판한다. 결과적으로 배포된 사진에는 사진가와 배포장치 사이에서 일어난 

협력과 투쟁의 결과 또한 담겨 있으며, 따라서 사진 비평의 과제 중 하나는 

그런 사진가와 배포장치 사이의 협력과 투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PF: 68). 

 

사진작가의 의도와 채널 프로그램의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혼합을 

사진으로부터 읽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사진비평은 대체적으로 과학적인 채널에는 과학적인 사진을 배포하고, 

정치적인 채널에는 정치적인 사진을, 예술적인 채널에는 예술적인 

사진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채널의 기능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그들은 채널이 사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의도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비평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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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속이고자 하는 사진가에게 대항해서 채널과 공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 인간에 대한 장치의 승리를 위해 기여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탈산업사회에 처한 전체 지식인의 상황을 특징짓는다. 

(PF: 68-69) 

 

(3) 기술이미지의 비판적 수용 

 

잡지, 책, 광고, 쇼핑백, 깡통 등 “사진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PF: 

49)거나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고 사진을 

찍는다”(PF: 71)는 플루서의 말에서 보듯이, 사진을 비롯한 기술이미지는 

이미 플루서가 살던 시 에서부터 삶의 일상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도처에 널린 사진을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사진이란 그저 표면에 반영된 사태이자 

세계 자체의 표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사진을 통해 바깥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 

나아가서는 사진과 세계가 동일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PF: 49-50). 

하지만 플루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진 비평이 초보적인 

사진철학에 불과하다고 말한다(PF: 50). 왜냐하면 기술이미지는 오히려 가장 

추상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세계의 직접적인 표상이 아닌 

추상적인 상징복합체로서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을 비롯한 기술이미지를 올바르게 해독하는 일은 이제까지 

통용되던 모든 종류의 비평과 해석을 넘어서는 별도의 관점을 요구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개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간과하고 변화하는 것만을 지각한다. 

그리고 사진이 우리에게 익숙한 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더이상 사진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PF: 83).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통의 경우엔 변화가 정보적이고 습관이 잉여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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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이미지의 환경은 그런 변화와 습관의 성격을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주변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잉여적인 사진이다 — 날마다 

새로운 사진으로 도배된 신문이 아침 식탁에 오르고, 매주마다 새로운 

플래카드들이 길가 담 벽에 붙여지고, 새로운 광고사진이 상점 밖에 

나붙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해진�끊임없는�변화다. 

(PF: 83-84, 강조는 필자) 

 

이처럼 기술이미지를 통해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진 환경은 변화 자체가 

익숙해져버린 환경이다.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잉여적인 사진은 또 다른 

잉여적인 사진으로 끊임없이 체되며, 그렇게 점차 변화가 잉여적이고 

변하지 않는 상황(습관)이 예외적•정보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변화가 잉여적이고, 즉 아무런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않고, 습관이 

예외적이라는, 즉 새로운 것일 수 있다는 플루서의 지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영상 미디어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화면을 마주하지만, 

이미 그런 상황 자체가 일상이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탈산업사회 

속 기술이미지의 범람을 “시각적인 환경 오염”이라고 판단했던 플루서의 

평가가 정확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PF: 85). 

그러나 플루서는 이런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무쌍한 다채로움이 여전히 

기술이미지의 표면적인 특징일 뿐이며, 기술이미지의 근원적인 구조는 

분명하게 입자적•양자적이라고 강조한다(PF: 85-86).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기술이미지가 점적인 사유를 모방한 장치 프로그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기술이미지의 변화무쌍함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기술이미지의 개별 조각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조각들로 

체되는 화면 속 조합의 결과물일 뿐, 실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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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술이미지의 수용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기술이미지가 

수용자를(특히 수용자의 개념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마술적 모델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미지의 마술은 수용자가 해독되지 않은—의도가 

파악되지 않은—기술이미지를 세계에 투사하여, 프로그램의 마술에 따라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미지의 마술에는 사진가의 의도뿐만 아니라 (생산)장치, 

배포장치의 프로그램의 의도 또한 복합적으로 심겨 있다. 

플루서는 여기에 한 (부정적인) 사례로, 당시의 레바논 전쟁에 한 

신문 보도와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한다(PF: 76-78). 

플루서가 보기에 사람들은 레바논 전쟁의 사진을 보면서 그것의 

역사적인(인과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적인 관계를 

산출해낸다. 즉, 사람들에게 사진 속의 구성 요소는 모두 의미 구성에 

참여하며, 이때 각각의 요소는 개념화되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예컨 , 사람들에게 사진 속 모든 요소는 선과 악의 립으로 이해된다. 

탱크는 악이고 그 주변의 아이들은 선이며, 화염 속 베이루트(Beirut) 31는 

지옥이고 하얀 가운을 걸친 의사는 천사다. 그리고 그런 표면 위에서 

‘제국주의’, ‘유 교’, ‘테러리즘’과 같은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맴돌며 

드러났다 곧 사라진다. 

플루서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글이 아닌 사진을 통해 기사를 

읽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PF: 78). 즉, 텍스트의 기능이 

그림에 종속됨으로써 사진이 신문 프로그램의 의도 로 독자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진을 통해 기사를 읽으면서 

개념적•설명적 사고의 부담을 덜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고민해야 할 

수고를 덜게 된다. 그리고 결국 ‘각자의 고유한 관점’에서 눈앞에 드러나는 

레바논 전쟁의 모습을 이해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탈산업사회의 

일반적 특징인 의미 벡터의 역전이다. 사람들에게 레바논 전쟁은 저편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눈앞의 사진에서 실재하며, 그런 

 
31 레바논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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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비판적 역사의식을 배척하고 기술이미지의 마술적 세계 속으로 

현실을 삼켜버린다. 

플루서는 이처럼 모든 기술이미지가 우리 주변을 하나의 마술적 고리로 

둘러싸고 있으며, 그런 마술의 고리를 부수는 일이 기술이미지를 수용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PF: 82). 왜냐하면 사진을 통해 

본 기술이미지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 로 

프로그래밍된 기술이미지의 마술은 그것의 수용자인 인간을 자신의 의도에 

종속시키고자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그런 프로그램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것에 저항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진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장치에 의해 우연에서 기인하는 

유희의 와중에 필연적으로 생성되어 분배된 어떤 마술적 사태의 

영상이며, 그 상징은 어떤 비개연적인 행태를 위해 수용자에게 정보를 

준다. 

(PF: 99) 

 

플루서는 이런 조건에 기초해서 기술이미지 비평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제안하는데, 하나는 기술이미지의 마술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한 비평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기술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한 

비평이다(PF: 90). 먼저, 우리 사회가 기술이미지의 마술에 현혹되고 있다는 

말은 곧 기술이미지의 기능 속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평가하고, 

행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PF: 91).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은 세계 자체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미지를 통해 프로그래밍된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다. 

플루서는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사회의 모습을 “로봇화”되었다고 

표현한다(PF: 91). 왜냐하면 기술이미지의 마술로 인해 인간의 모든 경험, 

인식, 가치 평가 그리고 행위는 프로그램 속 점적인 구성요소(개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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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플루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까지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선형적인 구조를 띠던 문화 현상이 이제는 프로그램에 의한 

조합에 따라 점적인 구조로 체되고 있는 것이다(PF: 92). 따라서 사회를 

향하는 기술이미지 비평의 과제는 기술이미지의 프로그램 아래서 점차 

점적인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문화 현상들을 발견하고 분석해내어,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다음으로, 기술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한 비평을 위해서는 

기술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생산)장치와 배포장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개별 장치 너머에 존재하는 

메타프로그램, 즉 산업장치(프로그램), 광고장치(프로그램), 정치•경제적 

장치(프로그램) 등 장치(프로그램)의 피라미드 역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PF: 92). 플루서가 기존의 사진 비평이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를 간과한 

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의도와 이해관계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왔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할 테지만, 여기서 

플루서가 비판하고 있는 관점은 특히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독일의 비판적 

미디어 이론이다.) 기술이미지 비평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장치의 본질, 즉 프로그램의 자동성이다(PF: 94). 그리고 장치 프로그램이 

자동적이라는 것은 그것의 소유를 둘러싼 인간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제거되고, 장치의 소유주는 익명성 뒤로 감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이미지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장치 너머에 있는 소유주나 권력자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장치 프로그램 자체의 의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탈산업사회의 장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범주와는 다른 새로운 범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의 기계는 노동의 과정에서 소유주의 의도를 반영하는 상이지만, 

탈산업사회의 장치는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의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의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치의 기능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되어버린 순간 그것은 소유자의 어떤 의도에도 굴복하지 않게 

되었으며, 장치 프로그램 안에서는 더이상 어떤 인간의 의도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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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 것이다(PF: 95). 그러므로 기술이미지 비평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란 

산업사회의 범주로는 더이상 장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과 그런 장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비평의 범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기술이미지 비평이 그 자체로 기술이미지의 수용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이미지의 수용이 이런 비평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의 마술에 현혹되지 않고, 

기술이미지의 해독을 통한 유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미지를 유희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프로그램의 의도나 

사진가의 의도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저항하면서 표면에 드러난 요소들을 자신만의 시선(스캐닝)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런 기술이미지의 해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해독의 무한한 

하강이라는 심연으로 추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PF: 55). 플루서에 

따르면, 해독에는 원칙적으로 만족할만한 해답이 존재할 수 없다(PF: 54). 

이것은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것의 단어나 

문장 단위가 해독의 상인지, 아니면 글에 담긴 저자의 의도가 해독의 

상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것을 쓴 저자의 배후에 있는 문화적 맥락이 

해독의 상인지 등 끊임없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기술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해독 행위는 각 단계에서 방금 

해독된 차원 각각을 여전히 더 해독되어야 할 차원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사진에 담긴 초원의 초록색을 해독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초록색을 

만들어낸 화학적•이론적 담론의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을 담은 사진가의 의도를 포착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 사진가를 둘러싼 문화적 맥락까지를 해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즉, 기술이미지를 통해 사진가, 장치, 배포장치의 

의도(혹은 프로그램)를 파헤친다면 그것에 작용하는 메타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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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메타프로그램의 메타프로그램을 추적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혔던 것처럼, 기술이미지에 반영되는 사진가의 의도나 

(생산)장치•배포장치 프로그램의 의도는 텍스트(개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파악하는 작업(비평)은 모두 텍스트의 구조 아래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술이미지 비평이 파악하려는 것은 기술이미지의 마술적 구조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러므로 또한 유희 활동과도 관련이 없다. 기술이미지를 

유희적으로 해독하는 일에서는 오히려 기술이미지의 너머에 있는 구조를 

제거해야 하며, 해독의 무한한 하강을 피해 인간-장치 복합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드화를 해독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PF: 55). 다시 

말해, 기술이미지 해독의 주요한 관심은—피상성이라는 기술이미지의 

특성에 따라—표면 위에 반영된 상징 자체에만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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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술이미지의 교육적 의미 

 

 

이제까지 플루서의 이론을 통해 장치와 기술이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조건 

지워진 시 적 환경을 설명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런 기술이미지 개념이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이론이 시사하는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의미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미디어에 한 기존의 교육적 관점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안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관점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의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텍스트의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미지에 기초한 영상 미디어의 이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체할 새로운 핵심 개념을 미디어 교육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플루서는 자신의 저서 『코무니콜로기』에서 매체 교육의 사례를 제시할 

때 기술적 상상력을 기술이미지의 ‘창조’와 ‘수용’의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김성재, 2006: 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플루서의 구분을 따라,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기술이미지의 생산과 수용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플루서는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이 

또한 무조건 사진을 해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이 두 행위가 

엄연히 별개의 차원임을 밝히고 있다(PF: 71). 따라서 플루서가 

기술이미지의 생산과 수용에 작용하는 인간의 정신 능력을 “기술적 

상상력”(Technoimagination)이란 개념으로 통칭해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Ko: 226), 우리는 미디어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기 위해 

기술적 상상력을 다시 기술이미지의 생산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술이미지를 위한 텍스트와 전통이미지 교육이다. 

플루서에게 기술이미지란 텍스트•전통이미지와의 관련 속에서 탐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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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던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반드시 그것의 메타코드인 텍스트에 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텍스트에 

한 이해 역시도 전통이미지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통이미지•텍스트•기술이미지라는 세 가지 상징이 서로 

긴 하게 얽혀 있는 탓에, 이들에 한 이해를 균형 있게 함양하지 

못하거나 이들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면 세 가지 코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의 세계(정보의 세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교육받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플루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영상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는 

미디어 교육 분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전통이미지에 기초해 

형성되었던 기존의 교육적 가치 전체를 망라하는 논의로 이어져야만 한다. 

 

 

1. 미디어 교육의 의미 재고찰 

 

(1) 기술이미지의 생산: 코딩(coding)이 아닌 코드화(encoding) 

 

그동안 미디어의 활용 능력은 미디어에 한 이해 능력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란 개념적 범주 안에서 다뤄져 왔다. 즉, ‘문해력’이란 

개념이 뜻하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미디어의 활용 능력이 

기술적(technical)인 측면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더 부각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던 미디어의 활용은 여전히 

미디어를 통해 ‘무엇(주제, 내용, 개념 등)’을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전통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코드화가 인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다르게, 기술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적 상상력의 

코드화는 인간•장치•배포장치의 복합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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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미지를 생산하는 능력과 관련된 교육에서 여전히 인간 내면의 상징 

작용이나 인간의 의도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한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의 생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인간과 장치 혹은 인간과 

배포장치 사이의 작용을 파악하고, 인간이 장치나 배포장치의 의도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와 같은 미디어의 기술적 활용은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4 차 산업혁명’이란 교육적 담론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4 차 산업혁명을 교육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프로그래머(Programmer), 메이커(Maker), 크리에이터(Creator) 

등과 같은 모습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목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김진숙, 2017: 28).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 아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딩 교육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표적으로 교육부는 

2015 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안인회, 2016: 76), 지난 

2019 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발 빠르게 코딩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의 반 편에선, 

코딩 교육이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적용•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진천(2019: 86)은 초등학교부터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코딩 교육이 과연 적절한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해 

의문을 던지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코딩이란 “프로그래밍 언어인 C#, 

JAVA, Python 등”의 컴퓨터 언어가 가진 문법 규칙에 맞춰 “쓰는 

작업”이며, 실상은 단순 반복 작업의 연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진천(2019: 86-87)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질이 프로그램 

코딩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 방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능력인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인문학적 토  등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인회(2016: 86)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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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단순히 코더(coder)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그 안으로 원리•원칙에 한 이해와 재해석하고 조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딩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원리와 원칙을 이해한 후 

재해석하고 연결하고 조합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혁신과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인회, 2016: 86)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코딩 교육의 현실에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개념이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방향은 무엇일까? 어쩌면 플루서의 말처럼 

프로그래머는 분명 탈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권력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PF: 64), 코딩 교육이야말로 촉망받는 직업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코딩 교육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플루서가 설명했던 탈산업사회의 자유로운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플루서에게 탈산업사회의 

자유로운 인간은 장치 프로그램에 저항함으로써 유희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코딩 교육이 목표로 하는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사람이며, 그런 그가 다루고 있는 상징은 기술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찾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적어도 보편교육의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면, 그런 교육에서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은 프로그래머란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탈산업사회의 

삶의 모델인 사진가의 모습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탈산업사회에서 

부분의 인간은 기계 앞의 노동자가 아니라 장치 프로그램 앞의 

기능인이라고 말했던 플루서의 주장처럼(PF: 28), 미디어 교육의 방향 

역시도 기술적� 상상력을� 통해� 유희하는� 인간인 사진가를 모델로 삼아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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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는 아직 아무도 발견한 적이 없는 정보적인 사진을 발견해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며, 그런 사진가는 프로그램에서 실현된 적 없는 미지의 

가능성을 추적한다. 따라서 사진가가 자신의 의도에 장치 프로그램을 

최 한 종속시킨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장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최 한 실현해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진가의 유희란 곧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진가의 ‘새로움’이 앞서 언급했던 

기술이미지의 환경 아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변화’와는 다른 종류라는 

사실이다. 기술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익숙해진 변화란 잉여적인 사진이 또 

다른 잉여적인 사진에 의해 체되는 것을 뜻한다(PF: 84). 따라서 그런 

변화에는 아무런 코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가가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이면서도 새로운 단 하나의 

‘정보적인 사진’—물론 그런 정보적인 사진을 찍은 사진가는 또다시 새로운 

사진을 추구하겠지만—이며, 그런 사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은 

장치와 배포장치를 통한 사진가의 ‘코드화’ 작업에 의해 생겨난다. 

따라서 정보적인 사진을 찾아내기 위해 장치 앞에서 선 사진가의 행위는 

일종의 ‘회의’(doubt; 의심)다. 그렇지만 사진가의 회의(의심)는 데카르트가 

했던 것과 같은 과학적•존재론적인 성격의 회의가 아니라 양자적•원자적 

성격의 회의다(PF: 45). 왜냐하면 사진가에게 찾아오는 회의(의심)의 

순간이란 장치 프로그램의 명석판명한 시공간적 범주를 선택하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진가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정보적인 사진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간•공간의 범주를 선택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결정의 상이 되는 사진기의 

범주들이 점적이고 양자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런 사진가의 결정 역시 

점적인 차원으로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것일 수밖에 없다(PF: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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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그런 사진가가 추구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관점’의 실현이 

아니라 ‘최 한 많은’ 관점의 실현이라는 사실이다(PF: 46). 32  왜냐하면 

사진가의 근본적인 의도는 장치의 프로그램 속 모든 가능성을 소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가가 장치를 통해 세계를 바라볼 때, 장치는 

사진가에게 무수히 많은 관점을 제공하지만 사진가의 관심은 그 수많은 

관점 중에서도 아직 아무도 발견해낸 적이 없는 관점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 33  따라서 사진가의 선택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며, 그런 

사진가의 사진 찍기가 “현상에 해 수많은 관점으로부터 근접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사진가의 회의(의심)는 일종의 “현상학적 회의”다(PF: 

46).34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진가의 활동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탈산업사회의 인간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질적인 선택’이 아니라 ‘양적인 

선택’에 달려 있으며,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유한한 (그러나 매우 

거 한)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진가의 

활동이란 곧 아직 아무도 발견해낸 적이 없는 관점을 찾아내기 위해 

프로그램 범주들의 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코드화 과정이며, 그것이 

바로 사진가가 기술적 상상력을 발휘해 누릴 수 있는 유희이자 자유이기 

 
32  플루서에 따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탈산업사회의 유희는 이데올로기에 적 적이다(PF: 

46). 이데올로기란 본래 가장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단 하나의 관점을 고집하는 것이지만, 

사진가에게는 가장 우월한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 한 많은 관점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3 따라서 플루서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를 진정한 의미에서 탈산업사회의 유희적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PF: 74).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장면을 

포착하고 싶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항상 똑같은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본다. 즉, 그의 관심은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장면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가의 유희는 동일한 상에 

해서도 언제나 새로운 시각을 탐색하며, 그렇게 새로운 정보적 사태를 산출해내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 

34 김성재(2013: v)에 따르면, 플루서가 언급하는 현상학의 의미란—후설(Edmund Husserl)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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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디어 교육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방향 역시 

기술이미지의 메타코드인 텍스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즉 코딩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미지 자체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기술적 상상력을 

통한 코드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목진요(2011)는 이와 같은 기술적 상상력의 코드화를 미디어 아티스트의 

창작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미디어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미디어는 화가나 조각가의 그것처럼 

완전한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술적 

이미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실현 단계에 이를 수 없으므로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논리적 가능성, 경험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험과정을 

통해 주어진 조건들과 타협해 나가는 기술적 상상의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진요, 2011: 345)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적 상상력을 통해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예술가들이 해오던 전통적인 의미의 상상 활동과는 그 종류가 

다르다. 목진요(2011: 348)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무언가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고자 상상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그가 원하는 로 조작되어질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봐야” 하고, 다음으로 만일 그것이 구현될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 “차근차근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아티스트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가 장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장치 기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계산과 실험을 통한 경험적 가능성의 타진을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상상력은 예술가의 상상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자의 상상 활동과 더 닮아 있다(목진요, 2011: 352). 전통이미지에서는 

상상 활동의 구현이 반복적이고 기술적인(technical) 손짓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각과 능력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기술적 상상력의 활동에서는 계산에 기초하여 상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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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계산의 

오차를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컴퓨터적 조건 아래서의 

예술은, 예상되지는 않지만 계산은 되는, 그런 사물들에 한 정 한 쾌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볼츠(Norbert Boltz, 2000; 목진요, 2011: 348 에서 

재인용)의 말처럼, 기술적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유희적 이미지란 계산에 

기초한 우연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그런 유희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은 계산과 실험에 기초한 기술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며, 이것이 바로 코딩이 아닌 코드화 교육의 핵심 목표이다. 

 

(2) 기술이미지의 수용: 리터러시(literacy)가 아닌 해독(decoding)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까지 미디어 교육에서 강조되어 왔던 핵심 

개념은 텍스트를 읽고 쓰는 리터러시(문해력)에서 착안한 ‘미디어 

리터러시’였다. 

 

미디어 활용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차용했다는 

것은 각각의 미디어가 서로 다른 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문법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특정한 미디어의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그 미디어의 언어와 문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을 드러낸다. 

(Buckingham, 2007; 김아미, 2015: 2 에서 재인용)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텍스트에 한 읽기와 

쓰기 능력을 다양한 미디어에 확장한 개념으로서, 그것은 다시 (언어로 

간주되는) 미디어 각각에 한 읽기(이해)와 쓰기(활용) 능력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김아미(2015: 2)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자칫 그 의미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능력에만 제한하도록 오해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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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리빙스턴(Livingstone, 2009; 

김아미, 2015: 3 에서 재인용)은 미디어를 사용할 때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미디어에 한 해석 활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이해할 때에는 개인적 수준의 미디어 

읽기•쓰기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미디어 읽기•쓰기 경험, 

즉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처한 맥락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아미, 2015: 3). 그리고 이처럼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와 개인 사이의 작용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여전히 미디어 환경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개념이라고 강조되고 있다(김아미, 2015: 5).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히 미디어를 다룰 수 있게 돕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이 향유하는 혹은 경험하는 미디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자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학습자 주도의 교육, 즉 비판성과 자기 

주도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교육임을 알게 된다.  

(김아미, 2015: ix) 

 

만일 인용한 것처럼 ‘비판성’과 ‘자기 주도성’의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해한다면, 플루서가 기술이미지의 수용에서 강조했던 해독 능력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향하는 개인의 ‘비판성’이나 ‘자기 

주도성’은 플루서가 이야기했던 사진가의 ‘회의’나 ‘자유’와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리터러시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텍스트의 선형적 구조로 인해, 플루서의 개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것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플루서는 우리가 기술이미지를 접할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독해야 할 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Ko: 191). 이와 

같은 플루서의 지적은 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미디어 비평을 계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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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판적 미디어 이론을 겨냥하고 있다. 플루서는 비판적 미디어 

이론이 있는 그 로의 사진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의도에 집중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런 사진 너머의 의도를 마치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권력자의 의도인 것처럼 이해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PF: 93-94). 

다시 말해, 플루서와 비판적 미디어 이론은 모두 사진이 세계를 그 자체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장치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플루서는 장치의 소유 문제를 다시금 인간 사이의 이해관계 속으로 

환원하려는 비판적 미디어 이론의 생각을 탈산업사회에는 맞지 않는 

시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플루서의 말처럼 장치 

프로그램이 자동화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일단 완성된 다음부터는 어떤 

인간의 의도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PF: 94-95). 따라서 장치를 만든 

(그리고 소유한) 인간의 의도는 익명성 뒤로 감춰지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오직 프로그램 자체의 의도일 뿐이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그것을 소유한 인간의 의도를 배제한다는 것은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 경우에서도 잘 드러난다(PF: 40-41).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적 조건은 결코 같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의 사진가에게 부여된 문화적 조건 또한 상이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 놓인 상이라도, 그것이 사진기를 통해 촬영된다는 것은 

곧 사진기의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범주를 통해 포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진가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은 사진기의 범주에 의해 모두 

걸러지며, 사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행위 그 자체에서만 

반영된다(PF: 40). 즉, 사진가의 인간적•문화적 흔적은 사진가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까지만 유효하며, 사진에 반영되는 것은 그런 사진가의 문화적 

조건이 아니라 사진기의 시공간의 범주인 것이다. 

이와 같은 플루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영화 <기생충>의 연출을 맡은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 영화사에서 수직적 공간에 계층을 

녹여낸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우리 영화엔 한국만 있는 반지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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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며 “한국 관객만이 뼛속까지 이해할 디테일이 

가득해 외국 분들이 백프로 이해는 못 할 것 같다”고 밝혔다(나원정, 2019). 

이와 같은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는 장치를 통해 화면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장치의 범주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수직적 화면 구성을 통해 계층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영화에서 통용되는 코드(예컨 , 영화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장면의 

구성 등)를 알고 있는 수용자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정보이며, 이는 

굳이 봉준호 감독이 아니더라도, 또 서울이 아닌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영화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지 의 

상류층 집과 반지하라는 공간 사이에 작동하는 한국의 문화적 코드는 (비록 

봉준호 감독의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통해서는 도저히 전달이 

불가능한 종류의 것이며, 영화와는 별개로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던 

봉준호 감독과 한국 관객 사이에서만 유효한 코드였던 것이다. 

반면 한국의 영화 평론가 이동진은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란 

요소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짜파구리’에 들어가는 두 가지 라면은 각각 

가난한 계층의 두 가족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한우 채끝살은 부유한 

가족을 각각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렇게 세 가족이 한 공간 안에서 

뒤엉킨 영화 속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다(배효주, 2019). 

그러나 정작 영화를 연출했던 봉준호 감독은 그저 부잣집 아이 또한 

보편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점에 착안해서 사용한 요소였을 

뿐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의 의도를 벗어난 이동진 평론가의 해석을 

단히 흥미로워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미디어 교육에서 리터러시가 아닌 해독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준다. 기술이미지는 그것을 

만들어낸 생산자의 의도, 혹은 그 너머의 다른 의도를 그 자체로 반영하고 

있는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해독을 기다리고 있는 내포적인 

상징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의 수용자가 그저 상징을 만들어낸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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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기술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일일 것이다. 

김성재(2006: 91)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결정하지만, 결코 그 내용과 복합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분명 이제까지 텍스트에서는 인과적이고 선형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이미지에서는 오히려 그 의미가 

수용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변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기술이미지에서 비판적 사고의 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텍스트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인간의 의도(개념)와 장치 프로그램뿐이며, 

이것들은 그 자체로 기술이미지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기술이미지의 의미는 표면 위에 점적인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2 차원의 

이미지에 있으며, 그것은 수용자의 해독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플루서는 인간이 기술이미지를 할 때 

장치(프로그램)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은 기술이미지의 수용자 몫으로, 

그런 프로그램의 의도에 저항하는 것은 장치를 가지고 유희하는 사진가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러므로 기술이미지의 수용자는 결국 프로그램의 의도를 

간파하여 그것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기술이미지의 표면 위를 거닐며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포착해낼 때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이미지에 관한 미디어 교육 또한 학습자에게 

기술이미지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비판적•개념적 사유)과 기술이미지의 

의미를 해독해내는 것(스캐닝)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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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이미지를 위한 텍스트, 전통이미지 교육 

 

(1) 지식교육의 의미: 기술이미지를 위한 텍스트 교육 

 

현  사회에서 영상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건의 환경이 워낙 

빠르고 강력하게 려드는 탓에, 우리는 자칫 기존의 교육적 가치를 전부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적 상상력이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기술이미지 개념에 기초한 미디어 교육이 강조될수록 오히려 기존의 

교육적 가치 또한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는 존재론적으로 텍스트와 엮여 있으며, 그런 텍스트는 다시 

이미지와 엮여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적 매체와 망으로 연결된 매체(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갖추어야 할 매체 사용 능력은 언어(개념)적 사고능력, 미학적 

그림(기술적 형상) 창조능력 그리고 상호작용적 게임능력이 요청되는 

복합적인 매체 시스템의 조종능력이다. 

(김성재, 2006: 91) 

 

인용한 것처럼 미디어에 응하는 능력에는 언어적, 미학적, 상호작용적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플루서가 기술이미지를 텍스트나 

전통이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했던 이유 역시도 그런 상징들 중 특정한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만 세계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술이미지를 위한 교육은 텍스트와 전통이미지에 관련된 다양한 

능력(개념적 사고와 상상력)을 종합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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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텍스트 교육이나 전통이미지 교육이 

계속해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텍스트 교육이란 

1 차적으로 언어 그 자체에 한 교육이면서, 동시에 이론화된 지식 체계 

전반에 한 교육을 포괄한다. 물론 오늘날 교육에서 지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시 착오적인 주장으로 오해를 사기 쉽다. 왜냐하면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이나 ‘주지주의적 교육’과 같이 이미 분명하게 한계를 

드러냈던 구시 의 교육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과거의 지식 중심적 혹은 텍스트주의적 

태도를 다시 표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관련된) 지식 교육이 

여전히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미디어의 파도에 휩쓸려 

그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목진요(2011: 352)는 기술적 상상력이 강조되는 시 적 흐름이 결코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배제한 채 이전의—전통이미지의—상상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기술적 상상력의 

토 가 되는 기술이 그 자체로 “이미 논리적이며 선형적인 알고리즘에 따른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텍스트의 구조는 

여전히 기술적 상상력의 전제이며, 그것은 부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상이 

아니라 도약의 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 “보지도 듣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적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상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이다(목진요, 2011: 349). 다시 말해, 인간이 상상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각’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다른 것에 ‘적용’하는 과정일 뿐이며, 

그런 상상에는 어떤 근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목진요(2011: 349)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을 활용하는 새로운 상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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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우리는 기술적 상상력을 위한 교육과 텍스트 교육 

사이의 관련을 살펴볼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상상력의 조건을 참고한다면, 

기술적 상상력을 위한 교육에서도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확장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경험이란 기술이미지의 존재론적 조건에 

의해 특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즉, 기술이미지가 텍스트 구조에 기초한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한 세계 그 자체가 

아닌 텍스트(개념)이라는 사실로 인해, 기술적 상상력을 위한 경험은 

텍스트적(개념적) 경험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텍스트적(개념적)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독서 활동과 같은 ‘텍스트를 통한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칸트의 인식론에서 말하는 ‘개념화될 수 

있는 종류의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이 

부분 이론적 지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은 과연 텍스트적(개념적) 경험을 하고 있는가이다. 

분명 최근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교육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교과서와 같은) 책뿐만이 아니라 그 안의 모든 이론적 지식까지도 교육 

영역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더이상 교사나 책을 이용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검색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용해진 것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오(2008: 116)는 오늘날의 교육이 한편으로는 더욱더 “지식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일변도의 

지식(중심)교육에 한 우려와 걱정”이 날로 커져가는 모순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괴리는 지식이 더이상 그 자체로 절 적이고 

고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강조되었던 것은 추상적 ‘지식’이었지만, 시 가 달라짐에 

따라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자연스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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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 적이고 고정적인 것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근  이후로는 

지식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을 추론해내는 

추상적 ‘추론 능력’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서 핵심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이창수 외, 2014: 101). 하지만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 로 

진입한 현 에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조차도 더이상 지식의 객관성을 

보증하지 못한다. 특히나 니체 이후로 인간의 인식이 특정한 관점이나 

해석에 기 는 주관적 인식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널리 퍼지면서(이상오, 

2008: 119), 현 의 지식은 더이상 완전한 객관성을 보증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절 적 객관성에 기초한 지식의 권위는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 지식은 여전히 “필연적 삶의 

조건”이다(이상오, 2008: 130). 다시 말해, 인간은 여전히 삶을 위해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런 지식의 필요성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지식 교육이 아닌 

지금 시 에 맞는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교육적 과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처해야 할까? 

플루서가 기술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역시도 인간의 코드로 

간주했던 이유는 코드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인식 (나아가서는 존재)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습득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전달하는 코드다. 왜냐하면 

이상오(2008: 116)의 지적처럼 소위 포스트모던이라 불리는 현 의 

지식관은 지식 자체의 절 성이나 객관성에 한 거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지식의 객관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비고정적 실체라는 의미에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  이후로 자유로운 인간에게 필요한 정신 

능력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지식에 한 앎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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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추론 능력이다. 이와 같은 능력은 플루서가 ‘개념적 사유’라고 

일컫는 능력과도 유사한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텍스트의 내용이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에 한 이해와 그런 

구조를 통해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플루서가 강조했던 

탈산업사회 인간의 자유는 텍스트로 구성된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저항하면서 유희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텍스트라는 코드에 한 이해, 즉 개념적 사유는 기술이미지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상상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건인 것이다. 물론 

장치의 특성으로 인해, 텍스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정보적인 

것이 아니라 잉여적인) 기술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런 기술이미지를 

해독(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플루서가 보기에 

자신의 의도를 지켜내는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에 

함몰되어 버리기 쉬운 인간이다. 

김성재(2019: 92)는 이와 같은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독일의 철학자 

안더스(Günther Anders)의 개념 “탈문자적 문맹”(post-literarisches 

Analphabetentum)을 가져온다. 탈문자적 문맹이란 기술이미지의 범람 

속에서 그림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일종의 “2 차 문맹”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미지가 모든 

사람에게 그 의미가 자명해 보이는 상징일지라도, 텍스트(개념)에 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이미지의 생산과 해독에 

해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라는 상징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술이미지의 

해독 또한 올바르게 해낼 수 없으며, 그런 인간은 결국 기술이미지의 

세계에 온전히 다가갈 수 없거나 그 세계 안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는 텍스트와 기술이미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통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결국 

플루서에게는 전통이미지 • 텍스트 • 기술이미지라는 인간의 세 가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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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올바르게 해독하지 못하는 인간은 상징의 세계 속에서 문맹이자 

미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술이미지를 

위한 텍스트 교육이란 곧 개념적 사유를 기르는 교육이자, 텍스트적(개념적) 

경험을 확장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예술교육의 의미: 기술이미지를 위한 전통이미지 교육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상징화 작용은 주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지만, 그 시작과 끝은 인간의 신체를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전통이미지에 한 교육에는 주로 인간의 감각에 기초한 예술교육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계 속 구체적인 상을 추상해 

상징으로 변환하는 능력을 상상력으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징을 

전통이미지로 정의했던 플루서의 주장을 확장해본다면, 전통이미지 교육이 

비단 시각적 활동에 관련된 미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각 활동에 

관련된 음악과 같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음악이란 인간이 청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일종의 ‘표상’으로 간직한 뒤, 

그것들을 다시 음악적 상징체계(코드)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이다.35 

플루서의 이론에서 전통이미지와 기술이미지 사이의 관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된다. 하나는 전통이미지와 기술이미지 모두 2 차원의 표면 

위에 나타나는 피상적 상징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이미지와 

기술이미지가 (텍스트를 포함해) 모두 인간의 코드로서 인간의 인식과 

존재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 교육을 위해 

전통이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5  어쩌면 나아가 무용이나 체육과 같은 신체를 이용한 교과 역시도 감각적 지각에 기초한 

전통이미지 교육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별도의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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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술이미지의 해독을 위한 스캐닝은 기본적으로 전통이미지의 

스캐닝과 그 원리가 비슷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상징은 모두 마술적 

특징을 지닌 순환적•비선형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이미지의 

해독을 직접적인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미술 교육은 특히나 

기술이미지의 해독을 위한 미디어 교육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관성은 전통이미지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부분적인 

관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전통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세계 그 자체인 

반면, 기술이미지는 인간의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이미지의 

해독과 기술이미지의 해독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이미지의 해독이 화가의 상징화를 겨냥해서 이루어진다면, 

기술이미지의 해독은 인간-장치 복합체의 상징화를 겨냥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결국 전통이미지 교육에서는 기술이미지와의 유사성보다 

그 차이점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만일 전통이미지와 

기술이미지가 전혀 다른 차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제 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두 상징을 혼용하게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실제 세계와 개념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통이미지 교육의 더 근본적인 중요성은 전통이미지가 세계의 

구체적인 상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유일한 상징이자 인간과 세계를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점에 있다. 기술이미지는 여전히 

텍스트(개념)를 의미하는 상징이며 그것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개념 

세계이기 때문에, 기술이미지와 텍스트 사이만을 오가는 인간은 세계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세계로부터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상력과 신체의 감각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상징인 

전통이미지에 한 교육이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이미지 교육 혹은 상상력 교육의 중요성은 지식 교육이 

지나치게 전면화되어 왔던 최근의 교육 현실에 한 안으로도 종종 

강조되어 왔다. 표적으로 상상력 교육을 근 의 인식론에 한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의 흐름 아래서 감성적 사유나 비추론적 사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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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적 사유를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강조하거나(곽덕주 외, 2016: 3), 

미래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창의성의 발판으로서 강조하는(박지원•김회용, 

2017: 32) 주장 등이 그 예다. 상상력 교육에 한 이런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상상력과 지식교육 사이의 관련성에 관심을 두거나, 그런 

상상력 교육이 지식교육을 체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적은 플루서에게 전통이미지와 텍스트가 

존재론적으로 엮여 있는 상징이라는 점과 상상력과 개념적 사유 또한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기꺼이 반길만한 교육적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플루서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전통이미지•텍스트•기술이미지라는 세 가지 상징에 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 능력이기 때문이다. 전통이미지는 결코 기술이미지에 의해 

배제되거나 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유의 의미 

영역을 갖는 인간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기술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통이미지 교육이 함께 권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상징에 한 균형 잡힌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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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영상 미디어에 한 기존의 교육적 

관점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상 

미디어는 인간의 삶 속에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런 변화는 교육에도 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까지 

영상 미디어에 한 교육적 관점이 영상 미디어의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특성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미디어에 한 기존의 교육적 관점은 크게 도구적 접근과 언어적 

접근으로 구별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강조하는 언어적 접근은 오늘날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주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리터러시’(문해력) 개념이 텍스트 

언어에서 차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그런 리터러시(문해력)와 

미디어를 연결 짓는 언어적 관점이 영상 미디어의 본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기존의 교육적 관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빌렘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개념을 통해 영상 미디어의 본성을 (그리고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고자 했다. 플루서의 이론은 오늘날 

다양한 영상 미디어가 서로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치와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것들 사이의 공통적인 원리를 설명하는데, 

기술이미지란 바로 그런 장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이미지 개념을 바탕으로 영상 미디어를 새롭게 

이해한다면, 그런 영상 미디어로 인한 오늘날의 시 적•문화적 조건 

역시도 새롭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제까지 미디어의 개별적인 

특성에만 집중해왔던 교육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미디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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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플루서가 현  사회를 탈산업사회로 

설명하는 이유였다. 일반적으로 탈산업사회란 근  산업혁명의 결과로 

자동화된 기계와 공장식 량생산이 보편화된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지적 

기술과 정보처리 활동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현  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플루서는 자신의 고유한 정보화 개념을 통해 

산업사회를 이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플루서에게 

산업사회란 산업혁명 이후의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한 목적을 위해 세계의 상을 변형시키는 활동, 즉 ‘노동’을 수행하던 

모든 시기를 일컫는 개념인 것이다. 

플루서는 그런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즉, 산업사회의 인간이 도구/기계를 통해 

노동하는 존재였다면, 탈산업사회의 인간은 ‘장치’를 통해 유희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야기한 

것은 바로 기계에서 장치로의 전환이다. 플루서에 따르면 기계와 장치는 

모두 과학적 이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기계가 여전히 노동을 

위해 기능하는 도구의 일종이라면, 장치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유희적 

활동을 위해 기능하는 상이다. 따라서 기계 앞에 선 인간이 노동자인 

반면, 장치 앞의 인간은 기능인이며, 기계의 결과물이 상품인 반면, 장치의 

결과물은 상징, 즉 기술이미지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는 도구/기계의 

결과물인 상품처럼 소비되거나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의 

전달자로서만 존재하며, 그런 기술이미지를 통한 인간의 활동은 상징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이자 유희적인 활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플루서의 탈산업사회 개념은 생산 양식의 변화에만 국한된 좁은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진 인간의 문화적 구조를 설명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문화적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소통에 사용하는 상징체계, 즉 코드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플루서는 새로운 코드의 등장으로 인한 탈산업사회의 도래가 결국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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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경험•가치 판단•행위 등 모든 영역의 (나아가서는 존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리라고 예견한 것이다. 

플루서에 따르면,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미지•텍스트•기술이미지의 

코드를 차례로 발명해왔다. 그중에서도 이미지란 인간이 발명한 최초의 

상징으로, 그것은 세계의 구체적인 상을 인간의 ‘상상력’을 이용해 

2 차원의 평면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지의 코드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이 지니고 있던 시간의 차원과 공간의 깊이가 

제거된다. 따라서 이미지는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상징이며, 그런 이유에서 

이미지의 의미 구조는 마술적이고 내포적인 형식을 취한다. 

텍스트는 이미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명된 상징으로, 그것은 세계 속 

구체적인 상이 아니라 이미지로부터 추상된 2 차 상징물이다. 플루서는  

인간이 ‘개념적 사유’라는 고유한 능력을 통해 이처럼 이미지(표상)에서 

텍스트(개념)를 만들어내거나 반 로 텍스트(개념)가 의미하는 

이미지(표상)를 해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텍스트의 주요한 특징은 그 

모습과 구조가 모두 선형적이라는 점인데, 이는 텍스트 문자가 선형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텍스트의 읽기•쓰기 방식 또한 선형적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기술이미지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한 인간의 

상징으로, 그것은 탈역사적 상징인 동시에 3 차 상징물이다. 기술이미지가 

탈역사적이라는 것은 그 탄생과 의미가 텍스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기술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장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인데, 그런 장치 프로그램이 바로 텍스트(개념)로 이루어진 

과학적 이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세계의 상이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 심어진 텍스트(개념)이며, 그런 

이유에서 기술이미지는 전통이미지와는 다른 차원의 상징이다. 비록 

기술이미지와 전통이미지 모두 동일하게 표면 위의 2 차원 이미지로 

보일지라도, 기술이미지의 표면은 선형적인 텍스트(1 차원)를 0 차원의 

점으로 붕괴시킨 뒤 그런 점들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인 표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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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술이미지의 생산과 해독에 관여하는 

‘기술적 상상력’ 역시도 전통이미지의 상상력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다. 

이처럼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이해는 우리를 

새로운 미디어를 탄생시킨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미디어의 교육적 의미는 더이상 도구적이고 언어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기술이미지가 각각의 고유한 체계를 지닌 상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세 가지 코드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각각의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상상력과 개념적 사유, 그리고 기술적 상상력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상상력과 관련된 교육이 어린이•청소년들을 

텍스트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도록 기르는 교육어야 한다. 이때 기술이미지의 세계 속에서 유희한다는 

것은 장치 프로그램에 한 저항이 전제되는데, 왜냐하면 기술이미지를 

다루는 인간에게 가능한 자유란 자신이 장치 프로그램에 의해 조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도, 그런 장치 프로그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물론 기술이미지의 생산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마찬가지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술이미지의 수용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리터러시가 

아닌 해독이며, 생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코딩이 아닌 코드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리터러시 개념의 한계는 기술이미지의 상징 너머에 

있는 의도를 간파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점과 여기서 간파하려는 의도 

또한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가 아닌 익명인 인간의 의도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선형의 텍스트를 읽어내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플루서가 강조한 것처럼, 기술이미지의 해독은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미지의 피상성 위에서 자유롭게 

유희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고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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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교육적 의미에는 반드시 유희를 위한 기술이미지의 

마술적•비선형적•순환적 성격이 제 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이미지의 생산에서 코드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코딩 교육에 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행 

코딩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코딩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의 활동인데, 

플루서의 기준을 따른다면 이는 여전히 텍스트의 구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 부분의 인간은 더이상 텍스트가 아닌 

기술이미지를 통해 활동하며, 따라서 우리가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것도 

텍스트를 통한 코딩이 아니라 기술이미지의 코드화 교육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기술이미지의 수용과 생산에 한 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장치 프로그램의 의도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기술이미지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어린이•청소년 세 는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 장치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래밍된 인간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기술이미지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텍스트의 

개념적 사유와 전통이미지의 상상력 또한 여전히 중요한 교육적 가치라는 

점을 확인했다. 플루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상징이 등장할 때마다 이전의 

상징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 얽히게 

된다고 말한다(PF: 7-8). 따라서 기술이미지라는 새로운 상징은 우리에게 

새로운 코드에 한 올바른 이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상징에 한 충분한 

이해 역시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개념적 사유를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상상력을 위해서는 예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로 정립된 지식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상징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능력은 플루서가 말했던 ‘개념적 사유’다. 따라서 

오늘날 요청되는 지식 교육의 방향 역시도 지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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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텍스트의 읽고 쓰는 능력을 아우르는 개념적 사유를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상력을 위한 예술교육 또한 전통이미지라는 상징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플루서에게 상상력이란 인간이 감각을 통해 세계 

속 구체적인 상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전통이미지의 상상력은 미술이라는 시각적인 예술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동원하는 모든 예술 영역에서 유효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상상력은 인간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모든 종류의 

예술교육에서 가르쳐질 수 있으며, 예술교육에서 길러내야 할 상상력이란 

무엇보다도 전통이미지라는 코드(혹은 각 예술 영역의 고유한 코드)를 

생산하고 해독하는 능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처럼 플루서의 기술이미지 이론에 기초한 영상 미디어의 이해는 오늘날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적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본 연구에서는 플루서의 논의를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적 논의로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플루서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미디어에 한 교육적 논의를 더 깊이 있게 전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플루서의 논의가 지닌 중요한 교육적 함의라고 생각했던 논의 중 하나를 

후속 연구의 주제로 제안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어쩌면 플루서의 논의가 교육에 던지고 있는 중요한 물음 중 하나는 

각각의 상징체계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상징을 왜 사용하게 

됐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플루서에 따르면, 코드란 인간들 

사이의 합의이며 인간의 상징은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Ko: 226). 

다시 말해, 실제 세계에서 인간은 고독하지만,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 상징 

세계(코드화된 세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타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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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죽음과 인생의 무의미함을 알고 있는 동안 고독하다; 그러나 

그는 세계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적인’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코드화된 인위적인 세계는 타인들과 공존하는 세계가 된다. 

(Ko: 226) 

 

플루서는 이처럼 상징과 코드를 통한 의사소통만이 인간에게 “죽음에 한 

그들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Ko: 227).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플루서의 모든 이론적 작업이 결국에는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에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랍지 않다. 

플루서의 말처럼 새로운 미디어가 도래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런 미디어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런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의 진정한 교육적 함의는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시민교육이나 공공성에 관한 다른 여러 교육적 논의로까지 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진 못했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논의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플루서의 이론 속에 가능성으로만 남겨진 미디어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의 결론을 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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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media, 

which has become usual and fundamental condition for the life of human 

being. Here, the concept of Media includes all kinds of tangible or intangible 

things like devices, platforms, and contents. The existing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media has taken various approach to the different media 

because we regarded that every media has its own form and characteristic. 

And this approach emphasized abilities such as media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that link the concept of literacy borrowed from text language with 

media. 

However, I t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media as “the technical image” 

which is a concept proposed by Vilém Flusser, who was a media theorist 

from Czech. Through his theory, I also try to explain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media as the technical image. Flusser said the technic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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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third symbol (or code) human made after image and text, and these 

three codes have different structures of meaning and natures. Therefore, 

with the advent of technical images, humans have communicated at a whole 

new level, and this has led to a holistic and ontological change that 

encompasses all of human episteme, experience, judgment, and action. 

Eventually Flusser wants to find the freedom of human being, especially 

the freedom of human being who is Homo Luden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with the technical image. The technical image is made by apparatus, 

and program is the core of the apparatus. So all human beings who uses the 

technical image is conditioned by the program within apparatus. But to 

struggle against the program within apparatus is the freedom and play of 

human being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nd this should be the new goal 

of media education. 

Because the freedom of humanity is always regarded as critical value of 

education, the freedom of human being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lso 

has critical implications for education. Flusser explained that the new way of 

human being is Homo Ludens, so his theory teaches how we educationally 

understand media as the condition of the life of human being. As we know, 

younger generations have different ways from older generations to seek the 

value of their life or well-being. Their ways to seek happiness are related to 

media intimately. Therefore, Flusser’s theory is helpful to us to understand 

the new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life made by the technical image and 

to set up a new meaningful media education under these conditions. 

 

Keywords : Vilém Flusser, the technical image, media, media education, 

program, en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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