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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을 떠나 삶을 영위하
기 어려워진 동시대인의 삶의 단면과 변화한 인간관을 컴

퓨터사진(computational photography) 같은 포스트
인터넷 현상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사진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진이미지의
생산 및 소비에 개입하는 컴퓨터사진의 한 사례다. 사진이
미지의 생산 및 소비에 개입하는 컴퓨터사진에 관해 히토

슈타이얼은 휴대폰의 저성능 카메라가 대량으로 생산하

는 ‘빈곤한 이미지’의 전복적 힘에 주목하는 한편, 알고리

즘이 제어하는 컴퓨터사진의 정치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

을 견지한다. 더불어 그는 인간이 다른 종류의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사물(image-things)로서 생산
및 유통되는 문화현상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도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사물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슈

타이얼과 다르게 최근의 비인간주의 철학에 기대고 있다. 즉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라투르 외에 생

물학자 마굴리스에 의지하여 객체지향사회이론을 제시하는 그레이엄 하먼의 논의를 주로 참조하여

스마트폰 셀카이미지 같은 컴퓨터사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 검토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일
한 의미와 중요도를 지닐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는 객체들 간의 차이를 실재적 객체, 실재적 성질,

감각적 객체, 감각적 성질의 4중의 범주에 따라 변별한다. 그가 네겹 객체 개념을 마련하기까지 라

투르와 화이트헤드의 통찰에 빚진 바가 크지만, 당초 사유의 출발점은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이
다. 그가 말하는 감각적 객체란 현상학의 용어로 지향적(intentional) 객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지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실재 적 객체가 예술작품과 같은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존재자에서 감각
적 성질과 결합될 수 있는 것 은, 작품의 생산자이자 수용자로서 인간이 실재적 객체의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 가지로 컴퓨터사진의 경우 인간이 아닌 AI가 실재적 객체로서 결합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본고에서는 인간이 컴퓨터사진 또는 이미지사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런 종류의 사물을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재정위하며 공생하는 하나의 객체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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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human experiences of contemporary people, in a
period in which living experiences are inseparable from digital and network technology, through post-internet phenomena such as computational photography. The smartphone photography we use on a daily basis is an example of computational photography
that intervene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hotographic images, through

algorithms. Hito Steyerl discussed the subversive power of the ‘poor images’ mass-produced by low-performance cameras including the ones embedded in mobile phones,
maintaining a critical view of the politics of computational photography, as controlled

by algorithms. In addition, she focuses on the cultural phenomenon in which human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as image-things just like other things. While this study also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humans, like other things, are regarded as image-things,

it leans on ‘the Inhuman Turn’ in philosophy. That is, this study examines the ontological

status of computational photography, such as smartphone selfie images, by mainly referring to the work of Graham Harman, who examines object-oriented social theory by
relying on Heidegger, Whitehead, Latour, as well as an Evolutionary biologist Margulis.

Determining that every being cannot be interpreted with the same importance, Harman

suggests the framework of quadruple objects that consists of real objects, real quality,
sensual object, and sensual quality. He owes much to Latour and Whitehead’s insights
and adds the concept of quadruple objects, and at the beginning of his thoughts is Husserl and Heidegger’s phenomenology. The sensual object he refers to can be called the

intentional object in terms of Husserl’s phenomenology. Real objects that are difficult

to capture by everyday perception can be combined with sensual properties in fictional,
imaginary, and virtual beings such as artworks, because humans act as real objects, as
the producers and receivers of such artwork. As for computational photography, AI, not

a human, performs the combining, as a real object. Based on such discussions,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viewing humans as image-things that rede-fine relations
with other beings and coexist with them as a kind of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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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0년대에 접어 들어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이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진찍기를 즐기고 있다.
다수의 동시대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포착한, 이른바 ‘셀카’(selfies)를 사회관계
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기를 일상적 행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인터넷시대의 조류에 따라

201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진이미지의 대중적 생산과 소비는 그 어느 때보다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다. 손안의 컴퓨터라고 일컬어지는 스마트폰의 이미지 처리능력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제공하는 이미지편집 툴과 함께 셀카이미지를 스마트폰 소지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 각도, 조도, 명

암 등 – 미묘하게 조정한다. 즉 호주머니 속 작은 인공지능(AI)은 그것의 소지자가 원하는 종류의 이
미지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소지자가 선호할만한 이미지를 제작해 주는 것이다. 기존의 DSLR 같은

디지털카메라의 성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처럼 고성능 CPU와 소프트웨어
로 그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Zubarev, 2020).

이 글에서는 지금 이순간에도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셀카이미지의 기능과 그 본성에 대해 철학적
으로 논구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카메라로 제작된 셀카이미지는 컴퓨터사진의 한 사례다. 오늘날 대
량의 이미지 데이터가 광대한 네트워크에서 부유하면서 수시로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 재조직되고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사진이미지는 어떤 종류의 존재자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문제의식이다. 유명인이든 혹은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에 올려 유포하

고 또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 인간
은 다른 종류의 피사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객체 - 정확하게는 이미지사물(image-things) – 로
간주해야 할 것 같다.

본고의 논의는 히토 슈타이얼이 동시대 시각문화 비판의 일환으로 제시한 에세이들에서 시작될 것

이다. 비디오에세이스트 슈타이얼은 자신의 작업뿐만 아니라 e-Flux 저널에 기고한 일련의 에세이
에서 동시대의 미디어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풍자한다. 슈타이얼의 분석은 포스트디지털, 포스

트인터넷의 상황에 놓인 현대인의 삶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디지털 또는
포스트인터넷의 상황이란 디지털기기와 네트워크 환경이 편재하는 가운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비
롯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 현
대인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슈타이얼의 논의 중 특히 ‘나’와 ‘너’라는 주체로 불리는 인간

이 복잡한 네트워크상에 떠도는 하나의 사물이요 객체임을 드러내는 대목에 주목함으로써 이미지
사물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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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사진과 이미지사물로서의 인간

지난 20여년간 인터넷과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특히 스마트폰과 SNS가 현
대인의 삶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이후 ‘포스트디지털’과 ‘포스트인터넷’은 동시대 미디어환경
을 기술하는 용어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다중의 일상생활에 디지털기기가 편재할 뿐만 아니

라, 전 세계를 하나로 엮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동시대적 삶의 조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포스
트인터넷의 상황은 “데이터와 이미지가 데이터 채널의 경계를 넘어 물질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

프스크린 공간에 밀집하고 도시에 침투하여 공간을 장소로, 현실을 또 다른 현실로 변화시키기”까
지(Steyerl, 2013) 하는 것처럼 보인다.

히토 슈타이얼은 네트워크 상에서 손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는 사진적 이미지들이 동시대인의 경험

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았고, 우리의 현실에 편재하는 이런 종류의 이미지의 사물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빈곤한 이미지(poor image)를 옹호하며](2009)에서 슈타이얼은 질이 떨어지는(low

quality) 이미지 – 왕왕 ‘저퀄이미지’라고 부르는 것 - 가 갖는 전복적 힘에 주목하고 있다. 저퀄이미지
는 끊임 없이 복사되는 과정에서 화질과 해상도가 저하되었으나, 특유의 가벼움과 디지털 미디어의

비물질성 덕분에 빠른 속도로 순환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창작자와 관람자 간의, 그리고 삶과 예

술 간의 간극을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슈타이얼은 벤야민에 기대어 이러한 ‘가난한’ 이미
지들이 제의적 가치에서 전시적 가치로 이동했으며 새로운 종류의 아우라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진

단한다. 과거 예술작품의 아우라가 원본의 영원성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저퀄이미지의 아우라는 사
본의 무상함에 발을 딛고 있다(슈타이얼, 2018: 56).

빈곤한 이미지의 정치적 잠재력을 피력하는 한편, 슈타이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알고리즘이 제어

하는(control) 컴퓨터 사진의 정치성을 폭로하기도 한다(Steyerl, 2014). 슈타이얼에 따르면 디지

털 처리방식에 따라 생산, 순환, 소비되는 이미지들이 과거의 사진이나 영화 이미지들과 마찬가지
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런데 컴퓨터 사진에는 기존의 디지털 이미지와는 또 다른 특징
이 있다. 즉 컴퓨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더 선호할만할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마르크 르보이(Marc Levoy)는 ‘컴퓨터 사진’(computational photography)이라고 부르는 이미
지를 “디지털 사진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확장시킨” 것이라고 정의한다. 스마트폰 사진 같은 컴퓨터
사진 이미지의 출력값은 기존의 카메라 – 아날로그건 디지털이건 간에 – 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Zubarev, 2020).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네트워

크 상에서 순환되는 이미지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컴퓨

터 사진을 접할 기회가 늘어가고 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또는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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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일상에 관한 이미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사회관계망에 업로드

한다. 우리가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사진이미지와 스스로를 동일시한다면, 이러한 동일
시가 발생하는 곳은 아마도 사물(thing)로서의 이미지일 것이다. 사물이 된 이미지는 “감각이 물질

과 융합되는 곳”이다(Steyerl, 2010). 포스트인터넷 시대의 사진은 이미지로서 재현된다기보다는 이
미지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슈타이얼이 잘 간파한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인터넷과 SNS에서 끊임없이 편집되고 순환
되는 이미지데이터 또는 이미지사물로 존재한다. 나, 너, 그것(it)의 차이가 무의미한 네트워크상 존
재들 가운데서는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무용하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
는 것처럼 보인다. 미디어아티스트들 중에는 그들의 생각을 대변해줄 철학적 사유를 브뤼노 라투르,

퀑탱 메이야수, 레비 브라이언, 에린 매닝, 제인 베넷, 그레이엄 하먼 등 이른바 ‘비인간 전회’(nonhuman turn)을 견인하고 있는 동시대 사상가들에게서 찾고 있다(Grusin, 2015 참고). 2013년 프리

더치아눔미술관에서 《Speculations on Anonymous Materials》전에 참여한 작가들 중 다수는
사변적 실재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주요 개념들이 그들의 예술을 대변한다고 생

각했다. 그들은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agent network theory, ANT), 객체, 사물 혹은 물
(Ding) 같은 용어들을 그들의 포스트인터넷아트를 지지해줄 지원군으로 여기고 있었다.1) 포스트인
터넷 시대 예술의 이러한 경향은 미디어아티스트 김윤철처럼 라투르와 메이야수를 탐독하고 물질
성 자체의 탐구를 예술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를 낳기도 했다(문혜진, 2019). 그들이 철학계에서의

비인간 전회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와는 별개로(김지원, 2019 참고), 최근 예술계의 변

화는 사변적 실재론으로 통칭되는 철학적 동향이 동시대적 감수성을 꽤 적절히 담아내고 있음을 암
시한다고 하겠다.

3. 객체지향철학으로 바라본 이미지사물로서 인간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은 스마트폰 셀카 같은 컴퓨터 사진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사물로서 네트워

크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동시대 철학계에서 비인간 존재

론을 견인하는 인물 중 하나인 하먼의 객체지향철학은 이러한 고찰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야수(2010), 브라이언트(2020), 하먼 등 사변적 실재론을 설파하고 있는 일
군의 철학자들은 근대철학에서 상정된 주객의 수직적 위계를 부정하고 주체성의 권역에 종속되어

있던 객체를 해방시켜, 사물의 자율성과 능동적 작인으로서 사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
런데 하먼이 잘 밝혔듯이 사변적 실재론자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은 오로지 주체와 객체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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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ality)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만 일치할 뿐이다. 그들 각각은 서로 다른, 때로는 상충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Harman, 2010).

사변적 실재론, 새로운 유물론 또는 객체지향존재론 중 어떤 이름으로 지칭되든지 간에 2) 그들은 인

간 주체의 우선성을 거부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를 동등한 객체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하먼의 객체지향철학은 쿼크 같은 미립자부터 거대한 행성에 이르는, 또는 인간과

유기체로부터 무기물에 이르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평평한(flat) 존재론을 지향한다는 점
에서 다른 사변적 실재론자들과 공통분모를 갖는다. 하지만 존재의 끊임없는 변화와 과정, 그리고
우발성에 방점을 두는 신실재론과 거리를 두고 ‘비유물론’(Immaterialism)을 표방하는 하먼의 철

학은 메이야수의 사변적 실재론이나 브라이언트의 객체지향존재론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닌다(
하먼, 2020 참고).

라투르의 ANT로부터 존재하는 모든것이 네트워크상의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과 화이트헤
드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주요 개념 – 가능태로서의 영원한 객체와 현실태로서의 현실적 존재자 를 수용한 하먼은 다양한 스케일의 모든 개체들(entities)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여긴다(하먼,

2019a). 그렇지만 그는 각 개체는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로부터 물러난 존재이기에 네트워크상의 관
계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하먼이 어떤 종류의 개체든지 간에 한 객체로서 위상을 갖는다고 본다

고 해서 그가 모든 객체들이 일의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무한하게 다양한
개체들의 차이를 변별하기 위해 하먼은 실재적인 것과 감각적, 그리고 객체와 그 성질을 구별하고 실

재적 객체, 실재적 성질, 감각적 객체, 감각적 성질이라는 네가지 양태와 이들의 조합으로 가능한 10
개의 연결 형태를 상정한다(하먼, 2019b 참고). 이와 같이 주체/객체와 인간/세계의 분할을 폐기한
하먼의 비인간주의 존재론은 컴퓨터 사진으로 생산, 수집, 편집, 순환되는 이미지의 존재론적 위상을
해명할 하나의 이론적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하먼이 라투르와 화이트헤드의 통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의 객체지향철학의 출발점은 후설

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이다. 그가 실재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대립쌍, 객체 자체와 그 성질의 대립쌍

에 준거하여 객체를 네겹으로 파악한 것은 브렌타노와 영국 경험론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현상
학적 성찰의 결과이다. 하먼이 ‘실재적 객체’와 대조시키는 ‘감각적 객체’는 현상학의 용어로 ‘지향적
(intentional) 객체’로 대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먼이 말하는 감각적 객체란 감각가능성 너머에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로서 실재적 객체와는 구별되는, 감각되는 것로서의 사물을 의미한다. 예술작
품 같은 허구적⋅상상적⋅가상적 존재자도 하먼의 실재론에서는 감각적일뿐만 아니라 실재적인 객체/
성질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예술작품이 어떻게 실재적 객체일 수 있는가?

[관계를 벗어난 예술Art without relations](2014)에서 하먼은 마이클 프리드의 미니멀리즘 비평
을 논박하면서 “인간은 예술의 연극적[수행적] 요소”이며, “사회, 군대, 드라마, 예술작품을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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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들”이라고 역설한다. 이는 다이아먼드나 벽돌이 다른 객체를 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

먼은 예술작품과 같은 인공물의 실재적 객체를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의 생산자
또는 수용자가 곧 그 작품의 실재적 객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작품의 실재적 객체와 감각적 성

질을 연결시켜준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객체와 그 성질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감각적 객체와 감
각적 성질의 결합은 일상적 지각에 불과하다. 예술작품의 경우 통상적 지각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실
재적 객체와 감각적 성질의 결합이 부각된다(Harman, 2018).

포스트인터넷 시대의 이미지사물로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의 흐름에 따라 유동하는 이미지사물로

서의 인간은 이상과 같은 하먼의 객체지향철학을 통해 그 존재론적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
다. 이미 설명했듯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알고리즘이 노이즈를 제거하고 사용자가 자주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SNS에 공유하는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사진 촬영에 개입한

결과 얻어진 이미지를 컴퓨터사진이라고 한다(Steyerl, 2014). 하먼 식으로 말하자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셀카 같은 이미지에서도 실재적 객체와 감각적 성질의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양자
의 결합을 초래하는 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 또는 AI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진이미지

는 우리 삶에 깊숙히 뿌리내려 친숙한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종류의 디지털 이미지

들의 생산프로세스가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는, 하나의 실재적 객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AI에 달려있
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숱한 셀카 촬영을 통해 하나의 감각적 객체 - 즉

이미지사물 – 로서 인간을 생산하고 나면, 그러한 객체는 독자적인 생명력을 보유한 채 네트워크 상
에서 성장하고 사멸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먼은 [비유물론](2020)에서 관계에 대한 라투르의 모형(ANT)을 기각하고 린 마굴리스의 공생

(symbiosis) 개념을 취하고 있다. (마굴리스, 2007 참고.) 그가 라투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유
는 그의 개념 모형이 행위자들 즉 객체들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
할 계기를 결여한다는 데 있다. 반면 마굴리스의 ‘공생’은 사회적 객체들의 관계가 결코 평등하지 않
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공생은 ‘공’(sym)이라는 접두어로 언뜻 상호의존성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 역사적⋅전기적 사건들을 고찰해 볼 때 모든 공생관계는 객체 간의 비호혜성과 비대칭성
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먼은 마굴리스의 공생 모형을, 하나의 실재적 객체가 다른

객체들과 유대를 이루고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는 관계로 재해석하는 비유물론을 제시하고 있
다. 하먼의 객체지향 사회이론은 인간중심적 관점을 떠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든 스마트폰에 내장
된 AI든 혹은 예술가든 간에 모든 사회적 객체의 존재 형성 자체에 주목한다. 사회적 객체의 존재론
으로서 하먼의 객체지향철학은 실재적 객체로서의 인간, 스마트폰(또는 컴퓨터 단말기)의 AI, 그리고

AI에 의해 무한 복제되는 감각적 객체로서 이미지사물 간의 공생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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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면서

ICT 환경을 벗어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네
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얻으며, 심지어 인간관계조차 SNS나 인터넷 화상서비스툴에 의존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통상 발화와 행위의 ‘주체’로 상정되어온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각도와 낯빛으로

AI가 포착한 셀카이미지를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한 특정한 포즈와 색상으로 촬영된 이

미지사물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슈타이얼의 일련의 작품들과 에세이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으로
이러한 컴퓨터 사진이미지와 이미지사물로 유통되고 있는 인간상에 대해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다. 3)

이 글에서는 동시대 시각문화 환경에 대한 슈타이얼의 유물론적 접근을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
켜 이미지사물로서 인간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추적하였다. 사변적 실재론을 추구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하먼은 인간 주체와 그 인식 대상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상정하는 상관주의를 기각하고 객

체지향철학을 표방한다. 객체지향철학은 하먼이 주창하는 실체(substance)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
라고 할 수 있다. 4) 인간은 더 이상 특권적인 주체의 지위를 점유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실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객체로 간주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사물들은 하먼의 네겹 객체 구도에서 감각적 객체와 감각적 성질

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먼이 설명하는 방식을 따르자면, 렘브란트의 <자화상> 같은 예술작품
은 하나의 감각적 객체다. 이 감각적 객체는 미술가 렘브란트가 실재적 객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각적 성질과 결합할 수 있다. 과거 초상화와는 달리, 셀카이미지로 순환되고 있는 ‘나’와 ‘당신’ 같

은 이미지사물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AI의 작동에 의해 감각적 성질과 결합된다. 하나의 초상화가
실재적 존재자로서 다른 객체들과 공생하며 자신의 전기적 역사를 축적하듯이, 셀카이미지들도 실
재적 객체로서 공생 진화를 거치며 명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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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이 전시와 함께 사변적 실재론에 대한 강연도 진행하는 등 전시 주최측은 동시대 미디어아트를 지지할 담론으로 사
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과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ty, OOO)을 끌어 들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변적 실재론과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다. 비판자들의 요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대부분은 객체지향존재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니지 못한 채 ‘포스트인터넷’
이라는 화두를 제 나름대로 변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철학조류들을 미술계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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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는 국내외 몇몇 논평자들이 있다(Cole, 2015; Heidenreich, 2016; 김지훈 외, 2017; 김지원, 2019 등).

2) ‘사변적 실재론’은 메이야수가, ‘객체지향존재론’은 브라이언트가 각각 자신의 실재론적 철학을 지칭하기 위해 조어한
명칭들이다. 이들과 자신의 존재론을 차별화하면서 하먼은 ‘객체지향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Harman, 2010).

3) 슈타이얼이 ‘이미지사물’로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파악할 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발터 벤야민의 사물 개념과 러시아 유물론자
Boris Arvatov, Sergei Tetiakov 등이다. (슈타이얼, 2018: 주1을 참고하라.)

4) 하먼은 자신의 객체지향철학이 전통적인 실체 이론의 맥락에 있다고 말한다(하먼, 2019b). 다만 전통적인 이론과 다르게
그는 실체를 물리적인 존재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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