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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논문은 문화적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 시대라는 배경 안에서만
글로벌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성공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
고자 한다.

먼저 봉준호 감독과 방탄소년단의 작품의 내용적인 공통

점은 둘 모두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

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모순들에서 출발한 방
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사회비판적 메시지는 한국에

만 한정되지 않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거
의 모든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실시간 네트워크로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콘텐

츠 플랫폼에서 콘텐츠들은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든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
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문화적 콘텐츠의 유통, 확산, 소비에서 국경이나 민족의 중심성은 약화되고

있다. 여기서 수용자들의 역할은 소비에서 발굴과 홍보로 확장된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성에 적
합한 콘텐츠들을 생산하며 성공적으로 팬덤을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이다. 그
들의 영상은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로만 가능한 다양한 해석과 연결에서 의미가 형성되고, 이 새로
운 예술형식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토대로 펼쳐진다. 방탄소년단은 미디어 환경의 탈중심적 잠재성

을 관객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확장하며 실현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여전히 견고한 현실

의 수직적 위계들 안에서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성취가 가지는 진정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파
악할 수 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 공고한 현실에서, 콘텐츠가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의 시상식이나 차트에서 성공

을 거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은 탈중심화되고 수평
적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국적의 콘텐츠를 즐기며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는데, 위계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현실은 수평적인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타
파해야 하는 부조리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는 이러한 부조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균

열을 내고 있다. 그들은 ‘아시아 보이밴드’에 대한 보수적인 미국 라디오나 언론의 편견과 싸우며 음

악시장의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미국 대중문화에서 인종적, 언어적인 다양성과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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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 적극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향적 세계화를 역행하
는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사례는 현재의 하이브리드한 실재가 나아가는 변화의 모습과 과정
을,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show that it is possible to correct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e

success of BTS and Bong Joon-ho, who are increasing their global presence within the

present era of the mobile network platform, a reality which has entirely transformed
cultural distribution channels. First, a commonality between director Bong Joon-ho
and BTS is that they both consistently deliver social critiqu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ocially critical messages of BTS and director Bong Joon-ho, inspires by contradictions within Korean society, are not limited to Korea but reach almost everyone suffering under the global neoliberal system.

The world is connected not only by neoliberalism, but also by real-time networks. Content can freely cross borders on platforms such as social networking services, YouTube,
and Netflix. As these platforms quickly erode the influence of legacy media, national

borders and ethnic groups are losing their importance amid the distribution, diffusion,

and consumption of cultural content. Here, the role of the audience extends from consumption to also embracing discovery and promotion, and BTS is the key example of

successfully expanding fandom by producing content suitable for this new media environment. Their images form meaning through interpretations and connections that are
possible only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and this new art form develops

based on online networks. BTS realizes and expands the acentric potential of the media
environment through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In that context, we

can grasp the tru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BTS and Bong Joon-ho’s achievements within the vertical hierarchies of solid reality.

Due to strong racial discrimination, it was nearly impossible for K-culture to achieve success on U.S. charts or awards ceremonies, no matter how high its quality. However, people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are now accustomed to a decentralized,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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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environment, they enjoy content from diverse national sources, and live in more

horizontal relationships, but hierarchical reality has not yet adapted. Such reality is an

absurdity that must be overcome for those accustomed to a horizontal online culture.
BTS’s fandom “Army” continues to raise issues and crack down on this absurdity by

fighting conservative American radio and media prejudice against “Asian boy bands,”
raising questions about the music market system, and insisting that raci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American popular culture must be more actively promoted. The cases of

BTS and director Bong Joon-ho, transforming unidirectional globalizatio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show the state and process of change in the current hybrid reality, as
well as the evolving Zeitge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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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

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한국의 콘텐츠가 연

일 글로벌 순위에 오르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많은 분석들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들을 중심에 두고 접근

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야말로 한 시대의 생산력의 수준을 보여주며 그에 함
께 변화•발전하는 상부구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쇄

신문 등을 통한 콘텐츠의 홍보가 절대적이었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현재의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
시대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 불릴 만큼 플랫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
을 통해 바이럴(Viral)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문화적 콘텐츠의 유통과 성공은 이전 시대와

는 확연히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글로벌한 성공을 이루고 있는 존

재가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따라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야 비로소 글로벌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과 봉
준호 감독의 성공 이유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성공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에만 한정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현상

이다. 봉준호 감독의 경우 예술성을 기준으로 삼는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
니라 작품의 대중성도 고려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 알려져 있듯이,
칸느 국제 영화제의 경우 예술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종종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감독들이

중요 부문에서 수상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미국 내에서 상

영된 영화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지역 영화상이다. 물론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미국 지역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미국 아카데미에서 수
상하는 것은 단순히 작품성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미국 내 관객들의 자막이 있는 아시아 영화

에 대한 편견 및 거부감을 넘어서야 하는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생충>의 아
카데미 4관왕 수상은 놀라운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없는 일이지만,
방탄소년단의 글로벌한 영향력은 <기생충>의 그것을 넘어선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분포하는 거대
한 규모의 팬덤과 함께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네 번의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1), 최근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하며 놀라운 성장세로 세계음악시장을 정복하고 있는 중이

다. 빌보드 싱글차트에 노래 발매 직후 1위로 진입하는 것을 핫샷데뷔(Hot Shot Debut)라고 하는

데, 이런 기록을 세운 노래는 빌보드 차트 역사상 통털어 43개 곡밖에 없다. 또한 방탄소년단처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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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속 1위를 한 곡은 20개 밖에 없다. 이 43개 곡 중 방탄소년단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수들의 국

적이 미국, 영국, 캐나다라는 것은 그동안 (아카데미 시상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지역 차트이지만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차트인) 빌보드 차트가 철저히 영미권 중심이었다는 것을 명

백히 알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2주 연속 1위는 영미권의 노래들이 한 치의 의심의 여
지도 없이 공고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음악 차트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2) 이러한 놀라운 현상

들의 근저에는 분명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은 서

로 너무나도 다른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통해 그들의 성공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가

능하지 않지만, 콘텐츠의 내용적인 면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어떤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의
작품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전 세계인의 마음에 다가간 것일까? 먼저 콘텐츠의 내용적인 측
면을 간단히 살펴보자.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봉준호 감독은 전작들에서도 꾸준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 왔다. 대
표작 <살인의 추억>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1980년대 군부독재 시대에 대한 비판을 당시로서는
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빼어나게 수행하고 있다. <괴물>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한강에 나타난 괴물을 중심으로 SF 블랙 코미디로 녹여내고 있다. 그리고 <마더>는 모
성애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다. <기

생충> 역시 양극화된 신자유주의적 체제 속에서 경계가 모호해진 선과 악에 대한 성찰을 빼어나게
담고 있다. 이렇듯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영화들을 통해 꾸준히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
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아이돌 보이그룹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그들의 성공 이유

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이 아닌 무언가 다른 요소들일 것이라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 편견들과는 정반
대로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꾸준히 사회에 대한 비판, 자기 성찰 등의 메시지를 완성도 높은 음악
과 퍼포먼스, 영상들을 통해 전달해 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모두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하며 자

신들의 생각을 가사로 표현하는 자기서사의 방식을 통해 이러한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그들의 음악속 메시지들은 2013년 데뷔 앨범부터 시작해 현재의 앨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관되

며 발전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마치 연작 소설을 읽는 것처럼 연관되는 메시지의 서사 속에서 사회

비판적 메시지는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넘어 대안 제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3)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방탄소년단은 기성세대 및 억압적인

학교제도,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언론에 대한 날선 비판, 부정의한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양극화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자

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 및 발화(Speak Yourself)’야말로 ‘진정한 자기애(Love Yourself)’의 첫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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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이러한 사회비판적 메시지는 한국 사회

의 구체적인 모순들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한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고통 받
고 있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되며 공감을 얻게 되었다.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로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계화는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속화된 세계화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층위의 복잡화된 세계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흐름으로서의 세계화, 강대국

의 정치권력을 통한 세계화의 질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화된 미디어 환경 등 우리는 다양한 측면
에서 세계화의 양상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화된 미디어 환경의 측면에 보다 집중해

서 보자면, SNS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플랫폼들은 콘텐츠들로 하여금 국경을 보다 자유

로이 넘나들며 흐르게 한다.4)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국적 플랫폼들이 문화적으로 보다 균
질적인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들이 레거시 미
디어의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문화적 콘텐츠의 유통, 확산, 소비는 과거
에 비해 다양화, 탈중심화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미디어 환경의 세계화로 인해

국경이나 민족의 중심성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는 것 역시 문화적 균질화 못지않게 사실이기도 하
다. 그래서 콘텐츠만 훌륭하다면 수용자들의 능동적인 발굴과 홍보에 의해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성
공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일찍이 간파하고 그에 적합한 콘텐츠들을 생산하며 성공적
으로 팬덤을 확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데뷔 이전부터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뮤직 비디오들과 관련 영상들은 관

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작품이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해석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자체적인 서사를 팬덤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펼쳐 나가고 있는 중이
다. ‘네트워크-이미지’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예술형식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토대로 펼쳐지
며 작품의 영역이나 범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왜냐하면 동영상 재생이라는 수동적인

수준에서부터 예술적 콘텐츠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개입되는 관객의 참여가 작품의
의미 생산에서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이다.5)

방탄소년단은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탈중심적이고 수평적인 잠재성을 관객(수용자,
유저 혹은 팬덤)과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장하며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지배질서는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탈중심적이고 수평적인 미디어 환경의 경향성과
는 달리, 영어, 미국, 백인, 남성 등을 정점 혹은 표준으로 삼는 수직적인 위계들로 견고하게 이루어
져 있다. 바로 이러한 위계적인 현실의 벽의 존재가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성취가 가지는 진정

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 미국인’이 우리가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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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에서 위계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콘텐츠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미국의 시상식

이나 차트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기생충>보다 작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상을 못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
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차지하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휩쓸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무
엇이 있는 것일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은 탈중심화되고 수평적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국적의 콘

텐츠를 즐기며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위계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미

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지만 현실의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만이 미국인의 표상으로

여겨진다. 70% 이상의 미국인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외국어 영화나 노래의 자막
은 절대 읽지 않으려 하고, 미국의 영화 스크린과 TV에는 백인들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유색인

종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현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만은 아니게
되었다. 수평적인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당한 현실은 타파하고 변화시켜야 하

는 부조리한 오프라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1인치의 장벽’은 사실상 엄청난 역사적 무게를 가진 사회문화적 장벽이지만, 바로 그 장벽에 균열을

내고 넘어서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에서 현재의 세계가 어디로 변해가고 있는지, 현재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의식의 실체를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벽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균열을 내는 이들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이다.

그들은 방탄소년단의 훌륭한 음악이 미국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맞서 수년간 싸워오
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미국 라디오가 방탄의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거나, 아시아 보이밴드에 대
한 편견으로 가득 찬 기사를 내보낸다거나, 시상식 등에서 객관적인 기록들을 무시한 채 주요 부문
에 방탄소년단을 후보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도 빈번히 발생한다. 아미가 파악하는 이

러한 편견과 차별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즉 영어를 사용

하는 백인 미국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각을 하면서 아미는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로 얼룩
진 미국 음악시장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음악시장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대중문화에 인종적, 언어적인 다양성과 소수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현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조금씩은 그 두터운 현실의 차별의 벽에도 균열이 생
기며 허물어지고 있다. 이 균열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바로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세워 온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다.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방향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세계화의 거대한 흐
름에 균열을 내며 역행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준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의 사례는 변화하는 시
대정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소위 ‘현실’이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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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만이 실질적 위력을 가지는 세상이 아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운동과 흐름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흘러넘쳐 들어가 오프라인 현실을 변형시키는 하이브리

드(Hybrid)한 온-오프라인 실재라고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성장하는 성공의 서사와 동반자 아미
가 수행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를 목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실재가 어떠한 변화로 나아가고 있

는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열망하는 변화의 방향은 어디인지, 즉 변화하는 시
대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OTE

1) 2018년부터 2019년 1년 사이 발매된 3장의 앨범이 연이어 빌보드 앨범 차트 200에서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60년대 비틀즈
이후 처음 있는 기록이다.

2) 빌보드 핫 100 차트는 음원 판매량,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스트리밍 횟수, 라디오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음원판매량과

스트리밍은 리스너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라디오 방송 횟수는 (미국 음반사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라디오 스테이션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라디오 스테이션들이 한국

가수에 대해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음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첫 1위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그 주 핫100 차트에서 2위에서 50위까지의 모든 곡의 음원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다이너마이트> 1곡의
음원판매량이 상회한다는 것을 보면, 라디오라는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팬덤의 힘으로 압도해버린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필자는 졸저 [BTS 예술혁명]에서 방탄소년단의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연대’를
세우고자 희망하는, 일종의 ‘사회적 부친살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지영, [BTS 예술혁명], 파레시아,
2018, 1부 1장 참고)

4) 각 플랫폼에서 AI를 통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실제 현실에 사는 인간들의 추천보다 훨씬 덜 인종주의적이다.

5) 필자는 ‘네트워크-이미지’ 개념을 졸저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 개념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20세기의 사진과 영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기술적 생산력의 발달과 새로운 예술 형식의 출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1세기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형식을 출현을 개념화하고 예술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이론적 제안이다. (이지영, [BTS 예술혁명], 파레시아, 2018, 2부 <새로운 예술형식으로서의 네트워크-이미지>와
부록 <들뢰즈의 시간-이미지 너머: 네트워크-이미지>를 참고하라)

6) 이지영, [BTS 예술혁명], 파레시아, 2018, 1부 2장 <위계질서의 해체> 및 영어판 BTS, Art Revolution의 저자 서문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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