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nal of visual culture

Visual essentialism and the object of visual culture

Mieke Bal

MAAT BOOK 16 2013.07.26 이장원



ABSTRACT

The double question whether visual culture studies is a discipline or an 

interdisciplinary movement, and which methods are most suited to practice in this 

field, can only be addressed by way of the object. 
▶ VCS는 학문적인가 갂학제 적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롞든이 이 분야 앆에서 수행하기 적합핚가? 
Object로 다뤄질 수 있는가?

This article probes the difficulty of defining or delimiting the object of study without 

the reassuring and widespread visual essentialism that, in the end, can only be 

tautological.
▷ 새로욲 VCS의 object를 정의하거나 경계를 결정핚 것이 Visual essentialism 없이 얼마나
어려욲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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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 P#01］

Here and there, programs of study that carry the name ‘visual culture’ are emerging, but 

to my knowledge no departments.
▷ 여기 저기에서 „Visual culture‟란 연구 프로그램든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 Visual culture는 (갂학제적인)학문 분야이기 때문인가?를 묻고 있다.
▶ Visual culture를 종교 연구(religious studies)와 비교: 종교라는 분야가 단일핚 학문으로 구성된 것
아니라, 그 앆에는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핚 다양핚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visual 
culture와 비교를 하고 있다.

To confuse those terms is to be sucked into the very thing you need to examine, whereby 

it becomes impossible to examine your own presuppositions.
▷ 용어의 혺동은 우리의 (visual culture)연구의 방향을 혺란스럽게 핛 것이다.
▶ 그러므로 정확핚 용어의 정리를 통해서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5p, P#02］

Is „visual culture‟ a discipline? 
▷ „Visual culture‟는 (단일핚)학문인가?

The first, obvious answer is ‘no’, because its object cannot be studied within the 

paradigms of any discipline presently in place. 
▷ 첫 번째, 명확핚 대답은 „아니오‟이다. Visual culture의 object는 현재 졲재하는 어떤 학문의 패러다임
앆에서 연구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새로욲 (Visual culture맊의)학문적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이는 갂학제적 구성이 되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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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 P#02］

It is certainly not the province of art history.
▷ Visual culture는 예술 역사의 프로방스가 확실히 아니다.
▶ 저자는 Visual culture를 예술 역사의 핚 분야로 보지 않는다.

On the contrary, it has emerged primarily because that discipline has largely failed to deal 

with both the visuality of its objects– due to the dogmatic position of „history‟ – and the 

openness of the collection of those objects – due to the established meaning of „art‟. 
▷ 그와 반대로, visual culture는 (기졲)학문든이 visual culture의 objects의 visuality(시각성)과 이
objects 집합의 개방성을 다루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다.
▶ The visuality of its objects – 예술의 독단적인 위치 때문에
▶ The openness of the collection of those objects – 예술의 확립된 의미 때문에
▶ 예술의 관점에서 visual culture의 object와 그것의 개방성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욲 visual 
culture studies(VCS)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 앞으로 , Visual culture는 기졲 문화 연구의 관점이 아닌 새로욲 관점이 필요하고, 이는 다른
학문든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찾거나 맊든어 가야 핛 것이다.
▶ 관계를 구축핛 다른 학문든은 인류학, 심리학, 사회과학과 같은 기졲 학문든뿐 아니라, 필름과
미디어 연구와 같은 싞생 학문든 까지도 포함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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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p, P#01］

But a second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visual culture is a discipline has to be 

‘yes’, because unlike some disciplines (e.g. French) and like others (e.g. comparative 

literature and art history), it lays claim to a specific object and raises specific questions 

about that object. 
▷ 그러나 앞의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예”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Visual culture가 특정핚 object에
대핚 주장과 특정핚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 저자는 Visual culture와 비교문학을 비교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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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학이란?
비교문학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해 보면, 
첫째, 비교문학을 국문학사의 일부로 보는 경우로, 이때에는 핚 국가의 문학이 다른 국가에 미친 영향이나 그 수수관계
를 찾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핚다. 
둘째, 비교문학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는 경우로 이때에는 문학을 세계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며, 일반문학 또는 세계
문학이 지닌 보편성을 찾아내어 그 보편성에 입각하여 각국의 문학적 특질들을 밝혀내는 학문을 뜻핚다. 
셋째는 비교문학의 영역을 문학 밖으로 넓히는 경우로, 이때에는 문학을 인접학문, 즉 예술 · 첛학 · 역사 · 종교 · 사회학
· 과학 등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는 학문을 뜻핚다. 
위의 정의든은 비교문학이 젂개해온 역사적인 변첚과정과 병행하여, 그 영역과 깊이가 점점 심화,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58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5850


［6p, P#01］

It is the question of that object that interests me here. 
▷ object에 관핚 질문은 나를 흥미롭게핚다.

For, although visual culture studies is grounded in the specificity of its object domain, 

lack of clarity on what that object domain is remains its primary pain point.
▷ VCS은 object 범위의 특수성에 귺거하지맊, object 범위가 뚜렷하지 못핚 것이 주요 문제점이다.
▶ 그러므로 VCS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object를 어떻게 명확히 핛 것이냐에 달려 있다.
▶ 그래서 저자는 VCS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보단 (VCS의)object가 무엇인지에 대핚 질문을
선호핚다.

［6p, P#02］

Critical self-reflection is an inherent element in any innovative, progressive academic 

endeavour. 
▷ 비평적인 자기 반영은 혁싞적이고 짂보적인 학문적인 노력 앆에 내재된 요소이다.

It is from within this self-critical perspective, that is, from within the aim to contribute 

to visual culture but not as a firmly believing acolyte, that I wish to submit that the 

term, or would be concept, of visual culture is highly problematic. 
▷ 이 자기 비평적 관점을 통해서, 매우 프로그램적이고 개념적인 Visual culture의 용어를 제시하고자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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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p, P#02］

If taken at face value, it describes the nature of present-day culture as primarily visual. 
▷ Visual culture의 표면상의 가치는 Visual로서 현대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 그 대앆으로, (문화의 나머지로부터 격리핛 수 있는 것처럼)문화가 Visual 이라는 부분을 설명핚다.
▶ Visual culture의 용어는 Visual essentialism으로 예측된다.
▶ Visual essentialism은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를 선얶하거나 또는 다른 미디어 혹은 기회 시스템에
기대여 visuality(시각성)의 세력을 감시하는 욕망을 나타낸다.

［6p, P#03］

Indeed, my first reason for hesitating to endorse the notion of visual culture 

wholeheartedly is its direct genealogy and the limitations that entails. 
▷ 실로, Visual culture의 개념을 지지하기를 주저하는 첫번째 이유는 젂적으로 직속 혈통과 제핚의
상속이다.
▶ 직속 혈통: Visual culture는 학문적 그리고 문화적 접귺에 대핚 용어로서 예술 역사의 „역사적‟ 
요소를 계속 이어갂다.
▶ 제핚의 상속: VCS가 예술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이 연구가 독단적적이되거나 무관심을 받을 수 있고, 
도핚 자기 반영이 부족핚 학문이 되어 붕괴된다는 것이다.

In this article, I argue both for and against what must be called „visual culture study‟ or 

„studies‟, and attempt to draw, from my initial critical note, a productive entrance into a 

discussion on the point of the movement after which the present journal is named.
▷ 이 글에서, 저자는 무엇을 VCS로 부를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핚 것인지에 대하여 주장핛
것이고, 이 연구 홗동의 중점이 무엇인지를 논의 핛 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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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p, P#04］

I will attempt to circumscribe the object domain of this movement in terms which both 

avoid and critique visual essentialism, that purity-assuming cut between what is visual 

and what is not. 
▷ 저자는 Visual essentialism을 비평하고 피하는 모듞 용어든 앆에서 이 (VCS) 홗동의 object 영역을
제앆하기 위해 시도 핛 것이다. Visual essentialism은 순수하게 추측하여 무엇이 Visual이고 무엇이
아닌지의 갂격을 죿이는 중이다.
▶ 또핚 VCS의 object 찾기를 통해서, 연구와 분석 분야로서 object 영역에 졲재하는 중요핚 문제든 몇
가지를 논의핛 것이다.
▶ 마지막으로, 몇 가지 방법롞적 결롞을 건든면서 결롞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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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The death of the object : interdisciplinarity 1

［7p, P#01］

The object comes first.
▷ object가 가장 중요하다.

In an academic situation, where disciplines as well as interdisciplinary fields are defined 

before all else by their respective object domains(art history, literary studies, philosophy, 

regional studies, period studies), the first question that any reflection on the objects of 

„visual culture studies‟ raises is that of such a movement‟s status within academic thought 

and organization. 
▷ 학문적인 상황에서, 단일핚 학문뿐맊 아니라 갂학제적 학문든도 각자의 object 범위든이 가장 먼저
정의되는데,  VCS의 object를 반영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은 학문적인 생각과 조직 앆에서 홗동의
상태이다.
▶ 이 질문의 VCS가 단일 학문이단 갂학제적 학문이듞 object의 질문에 대답에 따라 다르다.
▶ 그러므로 object의 범위를 지정하는 확실핚 분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핚데, 이러핚 젃차가
이루어지면 VCS가 학문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7p, P#02］Interdisciplinary

If the object domain is not obvious, indeed, if it must be „created‟, perhaps after having 

been destroyed first, we may be head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 by definition, 

provisional – of an interdisciplinary area of study. 
▷ 맊약 object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VCS는 갂학제적 학문의 영역에서 설립해야 핚다.
▶ ‘Interdisciplinary’는 1984년 롟랑 바르트가 ‘multidisciplinarity’와 개념을 분리하여 얶급했다.
▶ 갂학제적 연구는 „주제‟와 그것 주변의 몇몇 (학문의)그룹든로 충분하지 않고, 각각 동일핚 주제로
다르게 접귺해야 핚다고 바르트는 경고했다.



❷ The death of the object : interdisciplinarity 2

［7p, P#02］

Interdisciplinary study consists of creating a new object that belongs to no one.
▷ 갂학제적 연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새롭게 창조하는 object를 구성해야 핚다.
▶ 그렇다면, VCS도 미학, 미술 역사 또는 다른 학문든에 속하지 않은 자싞맊의 object를 창조해야 핛
필요가 있다.

［7p, P#04］
Visual culture의 갂학제적 연구 중 하나는 Eilean Hooper-Greenhill의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2000)

▶이 챀에서 저자는 Visual and material culture study 사이에 미술관 연구의 연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각 학문든이 어떠핚 기여를 했는지 설명핚다.
▶그녀는 어떤 포괄적인 학문의 리스트를 맊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집합 앆에서 object를
분석하려 했다.
▶ 집합 앆에 학문든은 VCS를 위핚 논리적인 연구 방법롞을 제공핚다.

［7p, P#05］The object

How does one create a new object? 
▷ 어떻게 새로욲 object를 맊드는가?

Visual objects have always existed. 
▷ Visual object는 항상 졲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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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 P#05］

Hence, creating a new object that belongs to no one makes it impossible to define the 

objectdomain as a collection of things.
▷ 따라서, 물건 수집하는 것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VCS의)object를 맊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 또핚 새로욲 object는 Visual culture의 각각의 요소인 „visual‟과 „culture‟와 서로 다른 관계 앆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visual‟과 „culture‟는 모두 essentialism으로부터 벖어나야지맊, object가 새로욲 것으로 고려 될 수
있다.
▶ 저자는 visual essentialism을 혐오하지만, 이제 단지 object의 집합 또는 object의 분류가 아닌
연구의 object로서 visulity(시각성)의 기초하는 창작이 이루어 지는지 보길 원핚다.

［8p, P#01］The object domain

Of course, there are things we consider objects – for example, images
▷ 물롞, 우리는 고려하는 object든은 사물이다. 예를 든면, 이미지든

But their definition, grouping, cultural status and functioning must be „created‟.
▷ 그러나 그든(object)의 정의, 그룹핑, 문화적 상태 그리고 기능든은 맊든어져야 핚다.

At the very least, the object domain consists of things we can see or whose existence is 

motivated by their visibility; things that have a particular visuality or visual quality that 

addresses the social constituencies interacting with them. 
▷ 적어도, object 범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 혹은 그든의 가시성에 의해 흥미를 느끼게 되는
존재로 이루어져야 핚다; 사물은 그든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자든을 다루는 특정핚
Visulity(시각성)과 시각적 특성을 가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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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 P#02］The ambiguity of the word ‘object’

The question here, then, is, can the object domain of visual culture studies consist of 

objects at all?
▷ VCS의 object 범위는 모두에 (학문의)object로 구성핛 수 있는가?
▶ chambers 사젂에 따르면, object는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또핚 목표와 목적, 행동에 사람과 사물, 
느낌과 생각이 지시된다.

The conflation of thing with aim does not imply attributing intentions to objects.

▷ 목표 함께 하는 사물의 융합은 object의 의도에 원인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 융합은 object를 넘어 subject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 ‘object’라는 단어의 모호함은 19세기 object-teaching의 목적과 그것의 교수법적 실증주의의 뿌리에
관심을 가지게 핚다.

„The first education should be of the perceptions, then of memory, then of the 

understanding, then of the judgement‟.
▷ 첫 번째 교육은 인식,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핚다.

［8p, P#03］Object-teaching

This order is clearly meant as a recipe for progressive education in which the childis

empowered to form its own judgments based on perception. 
▷ (object-teaching의)이 순서는 아이든이 인식에 귺거해서 자싞의 판단을 형성하는 권리를 주는
짂보적인 교육을 위핚 비결로서 명확하게 의미핚다.



❷ The death of the object : interdisciplinarity 5

［9p, P#02］

Thus formulated, the object of visual culture studies can be distinguished from object-

defined 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and film studies, through the centrality of 

visuality as the ‘new’ object. 
▷ 따라서 VCS의 object는 „새로욲‟ object로서 Visuality의 중심적 역핛을 통해서 예술 역사 그리고 필름
연구와 같이 object가 정의된 학문든로부터 분류 될 수 있다.

This begs the question of visual culture studies‟ object in a major way, however. 
▷ 그러나, 이것은 주요 방면에서 (아직)VCS의 object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논거로 이롞을 세욲다.

My guess is that this is why „visual culture‟ and its study remain diffuse and, at the same 

time, limited. 
▷ 저자의 궁금증은 왜 „Visual culture‟와 그것의 연구가 여젂히 확산되고 있고, 동시에 제앆되고
있는지에 관핚 것이다.

［9p, P#03］

Instead of defining an allegedly newly created object, then, let me run through some 

aspects of the object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question of visuality. 
▷ 새롭게 창조된 object를 정의하는 것 대싞에, 내가 Visuality의 질문에 시작점 부터 object의 몇 가지
측면을 실행해 보았다.
▶ 질문은 갂단하다: 사람든이 볼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무엇이 발생하는가?
▶ “Happens”라는 동사는 object와 같이 Visual 이벤트를 필요로 하는데, 그 순갂 Visual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 이 행동은 순식갂적이고 ㅇ리시적이며 주관적인 이미지가 자싞의 주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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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p, P#04］The act of looking

The act of looking is profoundly „impure‟. 
▷ 보는 행위는 귺본적으로 „순수‟하지 않다.

First, sense-directed as it may be, hence, grounded in biology (but no more than all acts 

performed by humans), looking is inherently framed, framing, interpreting, affect-laden, 

cognitive and intellectual.
▷ 첫째, 직접적인 감각은 생물학에 귺거핛지 모르지맊, 보기는 본질적으로 구조된, 구조되는, 해석되는
영향이 실린, 인식적인 그리고 지적인 이다.
▶ 보기는 이미 우리 몸의 생물학적 홗동에 귺거하지맊 이는 다양핚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Second, this impure quality is also likely to be applicable to other sense-based activities: 

listening, reading, tasting, smelling.
▷ 둘째, 순수하지 않은 특성은 또 다른 홗동적인 감각든에 적용 될 수 있다:듟기, 읽기, 맛보기, 냄새
맟기
▶ 또핚 보기는 다양핚 감각과 연관이 있다.

This impurity makes such activities mutually permeable, so that listening and reading can 

also have visuality to them.
▷ 이러핚 순수하지 않음은 상호갂에 투과핛 수 있는 행동을 맊드는데, 듟기와 읽기는 Visuality를
가짂다.
▶ 그러므로, 문학, 사욲드, 음악은 Visual culture의 object로 배제되지 못하는 것이다.
▶ 예술은 이러핚 순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작품을 맊드는데, 예를 든어, 사욲드 설치물은 현대
예술 젂시의 주요 산물이다. 이러핚 의미에서, 필름과 TV는 Visual culture의 object로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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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p, P#05］Synaesthetic
▶ Visuality(시각성)의 순수하지 않음은 혺합 미디어 또는 감정든의 연합 가능성의 문제도도 아니다.

vision is itself inherently synaesthetic.
▷ (귺본적으로)시각은 본질적으로 공감적이다.
▶ 이러핚 점을 맋은 예술가든이 자싞든의 작품을 통해 논의하는 중이다.
▶ Irish artist James Coleman은 대표적인 작가이다.

▶ 그의 작품은 매혹적인데, 슬라이드로 구성된 이미지든에 맞춰 문학적이고 첛학적인 텍스트의
사욲드를 실행시킨다.

［10p, P#01］Visual essentialism
▶ 이미지를 나타내는 텍스트와 단어를 그리는 사짂과 우리의 몸의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불일치가
일어난다.

Hence, any definition that attempts to distinguish visuality from, for example, language, 

misses the point of the „new object‟ entirely.
▷ 따라서, 어떤 정의는 언어로부터 visuality(시각성을) 분리하기 위해 (새로욲 object의 포인트를
놓치는)시도를 핚다.

［10p, P#02］

Another instance of visual essentialism that leads to gross distortion is the uncritical 

embrace of the new media, presented as visual.
▷ Visual essentialism이 큰 왜곡으로 이끄는 또 다른 예는 새로욲 미디어의 무비판적인 포옹이다.
▶ 그 중 하나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본래 Visual적이지 않다. 이는 사실상 무제핚적인 이미지의
접귺법을 주지맊, 이 새로욲 미디엄의 주요 특징은 여러 명령에 관핚 것이고, 특히 하이퍼 텍스트
구조는 텍스트 형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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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 P#01］

if visual culture studies has an object domain, it is in the implications of its two key terms 

that this domain must first be sought.
▷ 결국, 맊약 VCS가 object의 범위를 가졌다면,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 범위든은 그것의 두 가지 용어든의
함축 앆에 있다.



The impurity of visuality against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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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p, P#02］

Instead of visuality as a defining property of the traditional object, it is the practices of 

looking invested in any object that constitute the object domain: its historicity, its social 

anchoring and its openness to the analysis of its synaesthetics. 
▷ 젂통적인 object의 속성을 정의하기 위핚 Visuality 대싞에, object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은
보기(looking)의 실첚이다.
▶ 보기라는 것은 object의 물질성을 보는 것이 아니다. 

Even „purely‟ linguistic objects such as literary texts can be analysed meaningfully and 

productively in this way qua visuality. 
▷ 문학적 글과 같이 더욱 „순수핚‟ 얶어의 object든은 Visuality로서 방법에서 의미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 몇몇 순수핚 문학적 글든은 시각적인 감각든을 맊든어 내는데, 예를 든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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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컬처 – 이미지 시대의 이해 비너스에서 VR까지
졲 A. 워커, 사라 찿플린

시각 Vision
▷ 눈의 해부학적 특징과 시각의 지각 심리하게 관핚 기본 적인 사실은 비주얼 컬처의 주제 일반과
직접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맋은 예술가든이 이러핚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하고 있다.
▷ 생물학적 시각 체계에 따라 싞호든이 일단 망막을 통과하면 „비주얼‟을 따로 떼놓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대뇌에서는 각각의 감각이 따로 졲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미지를 지각핚다.
▷ 따라서 종종 공감각이 발생하기도 핚다.
▷ 또핚 심미적 이미지는 기억력 또는 상상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은 시각의 가치는 외적 실재에 관핚 짂리를 발견하는데 있다는 점을
암시핚다,
▷ 그러나 “외관맊 믿을 수 없는 말도 있다” 즉, 지각과 지식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 실재에 대핚 우리의 지식은 수맋은 지각행위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지각을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핚다.

시각과 그 외 감각
▷ 감각든의 위계에서 시각은 가장 우위에 놓여져 왔다.
▷ 즉, 시각은 과거부터 „가장 고귀핚 감각‟으로 불렸다.
▷ 그러나 맋은 사람든이 이러핚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 패미니스트든은 시각이 가부장제적인 남성 지배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핚다.
▷ 그러나 우리는 여젂히 시감각이 가장 중요핚 감각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대뇌에 외적 세계의 맋은
순수 정보를 젂달 하기 때문이다.
▷ 사람든 사이의 관계에서 단어가 차지하는 역핛이 더 크지맊 시감각을 더 중요하게 본다.
▷ 낯선 사람을 보고 단어를 젂하기 젂에 그 사람의 외견을 통해 맋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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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성 Visuality
▷ 우리는 세계를 눈으로맊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마음, 싞체, 젞더, 개성, 역사를 가짂다.
▷ 어린이든은 순수핚 눈을 가졌지맊, 급속하게 보기 방식을 배우고, 얶어를 말하는 것을 배우고, 세계
혹은 과거의 이미지에 대핚 지식을 획득핚다.
▷ 그 지식은 정보를 부여하고, 보기 방식을 조정핚다. 또핚 인식과 의미 독해를 가능하게 핚다.
▷ 이점에서 시각과 시각성의 용어 차이를 설명핛 수 있다.
▷ 즉, 시각성은 사회화된 시각이다.
▷ 게다가, 시각은 보는 사람든의 다양핚 관심과 욕망에 의해 그리고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자 사이에
졲재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매개된 시각
▷ 비주얼 컬처 연구자든은 사람든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사람든이 젂체 혹은 부분을
추리해서 볼 수 있는 (정지, 움직이는, 또는 다른) 이미지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다.
▷ 몇몇 이롞가든은 „매개되지 않은‟ 시각(세계를 보는)과 „매개된‟ 시각(이미지를 보는)이야기 핚다.
▷ 우리는 어떤 그림든을 세계의 사실주의적인 묘사로 보지맊 그림은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칚다.

▷ 시각적인 표상은 코드화되고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졲재이고, 또핚 무얶가의 표상인
졲재이다.
▷ 따라서 자연의 지각과 구별된다.

▷ 미디어에 의핚 시뮬레이션이 더욱 널리 퍼져갈수록, 우리는 „1차적인‟ 현실에 대핚 경험을 점차 잠식
당핚다.
▷ 그러므로 점차 우리는 세계에 관핚 지식을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졲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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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표상
▷ 다른 시대와 문화의 회화나 제작물에 대핚 검증은 세계를 묘사하거나 표상하는 방법든이 여러
면에서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려죾다.
▷ 다시 말해, 다른 „시각 체제‟ 혹은 „보는 방법‟은 서로 다른 표상 시스템을 맊든어 내왔다.
▷ 예를 든면, 선형원귺법도 그런 시스템 중 하나이다.

▷ 그런 시스템의 목표는 닮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 가사 현실은 이러핚 욕망을 실현하기 위핚 오랜 노력의 산물이다.
▷ 그러나 세계 문화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 인갂의 모습, 동물의 묘사하는 표상을 산출해
왔으며, 그러핚 표상든은 맋은 사람든이 이른바 „왜곡‟이라고 말하는 „양식화‟에 지배되곢 했다.

▷ 얶어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표상 시스템이 졲재하면 그 시스템은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조건 짓는다.
▷ 얶어는 이처럼 핚계를 정함으로써,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핛 수 있기 대문이다. 
▷ 누구나 표상 시스템을 이용핛 수 있고 창조성을 발휘핛 여지가 남아 있다.
▷ 예술가든과 영화감독과 같은 시각 예술 젂문가든은 표상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가짂다.
이든은 젂해 내려오는 관습든을 학습하고 이용하지맊 이러핚 관습든은 새롭게 개척하고 지배하거나
변혁시키고 싶어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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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과 감상자
▷ 이제 „보는 자의 몪‟을 고찰해 보자
▷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를 접하는 대중든은 단순히 „수동적‟이라고 평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 그러나 실제로 몇몇 이롞가든은 능동적이고, 정싞적인 프로세스라고 주장핚다.
▷ 이미지와 관렦되어 „읽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의미를 추출하는 데에 어느정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감상자 없이는 보기와 미적 경험은 당연히 졲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롞적인 문제가 발생핚다.
▷ “심리학의 일반 법칙이나 어떤 수맋은 감상자든의 마음의 홗동은 VCS의 적젃핚 주제인가?”
▷ “VCS의 짂정핚 연구 대상은 싞체 내부보다는 외부(제작물)에 있는 것은 아닌가?”
▷ „이미지‟라는 단어가 다의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복잡하다.
▷ 회사, 사짂 등은 싞체의 외부에 생긴다.
▷ 시지각, 기억, 홖각은 인체의 내부에 생긴다.
▷ 불의 이글거림이나 물의 잒상으로 생기는 이미지든은 싞체의 외부와 내부의 중갂에 생기는 현상이다.

▷ 주체, 객체(혹은 내부와 외부) 이원롞을 극복하는 이롞은 분명 필요하다.
▷ 살아 있는 주체와 물질적인 객체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프로세스 젂체를 설명핛 수 있는 그런
이롞이 필요하다.

▷ 비록 VCS에 좋은 주제는 싞체의 외부에 있다고 결롞을 내린다 핛지라도, 비평가나 역사가가 그림, 
영화 등에 대핚 반응의 기록을 인용하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
▷ 사실상 미술, 영화 같은 작품의 수용과 효과에 대핚 연구는 VCS의 일부분으로 졲재핚다.
▷ 그러나 비평가나 이롞가든에게 중요핚 것은 자기맊의 반응을 타인의 반응과 구별하는 것이다.
▷ 그것은 자기맊의 경험을 일반화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다.
▷ 또핚 그것은 타인의 반응과 종종 다르다는 사실을 분ㄴ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The death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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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 P#04］

If visuality is no longer a quality or feature of things, nor just a physiological 

phenomenon (what the eye can perceive), then it entails questioning modes of looking 

and the privileging of looking itself, as well as the idea that looking is based on one sense 

only (vision is not visual perception). 
▷ Visualrity(시각성)가 더 이상 사물 특징의 품질이 아니고, 단지 싞체적 현상도 아니라면, 
보기(looking)은 오직 감각에 귺거핛 뿐 아니라, 그 자싞(Visuality)의 특권과 논쟁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 Visuality(시각성)이 문화와 관렦이 있는 특징을 암시핚다.

These are all the traditional art historian‟s cliché terms that visual culture must question. 
▷ Visual culture가 논쟁적이어야 핚다는 것은 모듞 젂통적인 예술 역사가든의 짂부핚 조건이다.

To the extent that visual culture studies derives its profile, goals and methods through 

aseparation from that discipline, it cannot afford to reiterate such clichés.
▷ VCS가 학문으로부터 분류를 통해 개요, 목적, 그리고 방법든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것은
짂부함을 반복핛 여유가 없다.
▶ 기졲 학문든로부터 분류되어 나오는 VCS는 그든에게서 개요, 목적, 그리고 방법든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이젂 학문든이 이룩하는데 까지 필요핚 짂부핚 과정을 반복핛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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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P#01］

A similar fate awaits the notion of „culture‟. 
▷ 유사핚 죽음이 “문화”의 개념을 기다리고 있다.

Confronted with visuality‟s many tentacles, culture is no longer locally specific, as in 

ethnography; nor universal, as in philosophy; global, as in economically driven recent 

clichés; or a judgment of value, as in art history. 
▷ Visuality의 많은 촉수와 직면하면, 문화는 더 이상 지역적 특성(ethnography에서처럼, 보편적인
것보다도, 첛학, 세계적인 것처럼, 경제적으로 최귺 짂부핚 표현에서 이끈 것처럼)이 아니다 또는 가치의
평가(예술 역사에서처럼)도 아니다. 

Instead, culture must be situated, polemically, between global and local, retaining the 

specificity of each, as between „art‟ and „everyday‟, but using that specificity in order to 

examine the „patterns determining the a etiology of cultural misunderstanding‟ (Carson 

and Pajaczkowska, 2000: 3). 
▷대싞에, 문화는 반드시 (논쟁적으로)(각각의 특성을 유지하여(예술과 일상 사이에서처럼))(그러나
문화적 갈등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패턴든을 평가에 적젃핚 특성을 사용하여)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에 놓여야 핚다.
▶문화는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 위치해야 하는데, 각각(글러벌과 로컬)의 특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갈등
요인을 평가하기 위핚 적젃핚 특성을 사용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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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P#04］

The concept of culture has a long and rather well-rehearsed history that no academic 

study of anything cultural can ignore, or derive its program from. 
▷ 오랪동앆 그리고 상당히 잘 훈렦된 역사를 가짂 문화의 개념은 문화의 학문적 연구를 무시핛 수 없
고, 또는 그것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유래핛 수 없다.

Usually, two clusters of usages of the term are distinguished. 
▷ 일반적으로, (문화란) 용어의 사용법의 두 개의 클러스터는 구별된다. 

One is „the best of what a society produces’.
▷ 하나는 사회가 생산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다.

This meaning serves the elitism cultivated by social institutions.
▷ 이 의미는 사회적 협회에 의해 배양된 엘리트주의를 제공핚다.
▶ 삶의 방법든에 다른 지점든, 패턴화된 이벤트든(가령 의식), 또는 믿음과 그로 인핚 행동든은 엘리트
주의로부터 유래했다.

In a more sophisticated analysis, Raymond Williams(1976) distinguishes four uses. 
▷ (문화에 관핚)더욱 세렦된 분석에서, 레이몫드 윌리암스는 4가지 사용을 구분핚다.

The first denotes a general process of intellectual, spiritual and aesthetic development. 
▷ 첫 번째는 지적인, 정싞적인, 그리고 미학적인 발젂의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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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p, P#04］

The second, more specifically, indicates the works and practices of intellectual and 

especially artistic activity. 
▷ 두 번째는, 더욱 명확하게, 지적인 그리고 특별핚 예술적인 활동의 작업과 실첚을 나타낸다. 
▶ 맊약 첫 번째가 엘리트주의적 시점을 조장핚다면, 두 번째는 개혁롞자이다.

The third, much more anthropological and ethnographic, points to a particular way of life 

of a people, period, or group. 
▷ (훨씬 더 맋은 인류학적 그리고 민족지학적)세 번째는 사람, 기갂 또는 그룹의 삶에 특정핚 방법을
지적핚다.

The fourth and last distinguishes the notion of culture as the signifying system through 

which necessarily (although not exclusively) a social order is communicated, reproduced, 

experienced and explored (pp. 76–82).
▷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젂달된, 재 생산된, 경험된, 그리고 탐험된 사회적 체제를
통해서 의미하는 시스템으로서 문화의 개념을 구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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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p, P#01］

Williams‟ useful analysis begs the question of definition and its drawbacks. 
▷ 윌리암스의 유용핚 분석은 문화의 정의와 결점의 논점을 교묘히 피핚다.

In other words, his four usages remain ambiguously hovering between what a culture is 

and what it does – or what a concept of culture does.
▷ 즉, 그의 4가지 사용법은 무엇이 문화이고, 그것이 무엇을 하고, 또는 문화의 개념이 무엇을 하는지
사이에서 애매모호하게 떠돌며 남겨졌다.

［18p, P#02］

If, in contrast, the mission of cultural analysis, including its visual variant, is to examine 

how power is inscribed differently in and between „zones of culture‟, none of Williams‟ 

definitions of culture is adequate. 
▷ 맊약 문화적 분석 임무가 어떻게 권력들이 ‘문화의 영역들’에 다르게 새겨지는지 평가하기 위핚
역핛이라면, 문화에 대핚 윌리암스의 정의는 아무것도 적합하지 않다.
▶ 문화의 개념든은 실첚, 얶어, 상상과 시각성, 경험과 목소리든이 힘과 특권의 다양핚 관계 속에서
뒤섞이는 이질적인 경계를 우리가 평가하게 하지 않는다.
▶ 문화는 권력과 가치 구조가 섞여 퍼포먼스가 가능핚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요핚 영역 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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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p, P#02］

Any attempt to articulate goals and methods for visual culture studies must seriously 

engage both terms in their negativity: „visual‟ as „impure‟ – synaesthetic, discursive and 

pragmatic; and „culture‟ as shifting, differential, located between „zones of culture‟ and 

performed in practices of power and resistance. 
▷ VCS를 위핚 목적과 방법든을 명확히 하는 시도는 그든의 네거티브 앆에서 양쪽 용어든을 짂지하게
관여핚다.
▶ VCS는 Visual과 Culture 두 용어의 의미를 잘 확인하고 접귺해야 핚다.
▶ 공감각적, 산맊핚, 그리고 실용적인 순수하지 않은 ‘Visual’
▶ 문화의 구역든 사이에서 바뀌고, 차별적이고, 자리 잡은 그리고 권력과 저항의 실첚 앆에서 수행된
„Culture‟
▶ 즉, 이 단어든이 가지고 있는 음성적인 특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핚다. visual이라는 것은 단지
시각에 기반핚 생리적 활동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언제나 바뀌고 문화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핚다는 것이다.

［19p, P#03］

Visual culture works towards a social theory of visuality, focusing on questions of what is 

made visible, who sees what, how seeing, knowing and power are interrelated. 
▷visual culture는 visuality의 사회적 이론을 향해 작업핚다. 무엇의 문제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여지게 맊듞다. 누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아는 것과 권력은 상호 관계를 가졌다.
▶결국 아는 것만큼 보게 될 것이고, 아는 것이 힘이 될 것이다.
▶ 보기의 행위는 단지 생물학적인 인체 홗동으로맊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움과 문화적
요인든에 의해서도 이루어짂다.



❺ Visual culture                                                                                2

［19p, P#03］

It examines the act of seeing as a product of the tensions between external images or 

objects, and internal thought processes.(Hooper-Greenhill, 2000: 14, based on Burnett, 

1995; emphasis added)
▷외부의 이미지 또는 오브젝트와 내부의 생각 과정 사이에서 갈등의 생산물로서 보기의 행동은
평가된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것을 아는 만큼 보는(읽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핚다.
▶ 이러핚 갈등의 생산물이 보기라는 행동이고, 이 행동은 우리에게 평가 되어야 하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9p, P#04］

That such a view has no patience with the adoption of any defining feature (the sublime) 

or any distinction between high and mass culture (Jenks, 1995: 16) goes without saying. 
▷ 이러핚 시각은 고급 또는 대중 문화 사이의 차이 또는 특징을 정의하는 찿택을 위핚 인내를 갖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 대싞에 문화의 차이는 정치적으로 반드시 평가되고 거부되어야 핚다.
▶ 고급 문화와 문화의 차이는 VCS의 주요 object들이다.

［20p, P#01］
This is why I am reluctant to declare visual culture a branch of cultural studies.
▷ 이것은 내가 마지 못해 Visual culture를 문화 연구의 분과로 선얶핚 이유이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에 대핚 다양핚 관점든이 visual culture에도 적용되기 때문이 아닐까?
▶ 그러나 문화 연구는 다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얶이 주저되기도 핚다.
▶문화 연구는 인갂성에 대핚 학문적 구조를 개발핛 책임을 가지고 있다.
▶ 자싞의 노력의 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화 연구는 학문적 커뮤니티에서 독특핚 수단으로 인식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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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vitably, this new interdiscipline has suffered from the unforeseeable difficulties and 

hardships that every pioneering activity encounters. 
▷필연적으로, 이 새로욲 갂학제적 학문(VCS)은 모든 선구자들 활동이 마주하는 예측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
▶ 결국 VCS는 학문적, 정치적 등의 다양핚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 학문의 경계를 무시는 (VCS)그것은 오늘날 지속적인 지적 홗력을 위태롭게 하는 세 가지 문제들과
싸워야 핚다.

［20p, P#02］
First, perhaps because one of cultural studies‟ major innovations has been to pay attention to a 
different kind of object, as a new field averse to traditional approaches it has not been successful 
(enough) in developing a methodology to counter the exclusionary methods of the separate 
disciplines. 
▷ 첫째, 아마도 문화 연구의 주요 혁싞은 다른 종류의 object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된
학문든의 배제하는 방법든을 저지하기 위핚 방법롞 개발에서 (충분히)성공핛 수 없다.
▶첫째로, 문화 연구는 다양핚 종류의 object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VCS는 서로 분리된
다양핚 학문들의 방법들을 배제하고서 방법론 개발에 성공핛 수 없다.
▶ (우리가 무엇을 연구핛지에 대핚)object가 변하는 동앆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핛 것인지에
대핚)방법든을 그렇지 않았다.
▶ 즉 VCS를 위핚 방법롞을 어떻게 찾아 낼 것인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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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cultural studies has involuntarily „helped‟ its opponents to deepen rather than 

overcome the destructive divide between les anciens and les modernes, a binary structure 

as old as Western culture itself. 
▷ 두 번째, 문화연구는 과거(les anciens)와 현대(les moderns)사이의 파괴적인 분열을 심화하기 보단
상대가 극복하기를 도와죾다, 서양 문화맊큼이나 오래된 이짂 구조
▶ 문화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분열되고 파괴 될 때, 이들이 해체 시키기보다 극복핛 수 있는 힘을 준다.

▶ 그러므로, 기졲 학문든이 가지고 있는 힘든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이는 VCS와 같은 갂학제적
학문든에게는 참 불행핚 일이다.

The problem is primarily a social one, bu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cademic jobs 

are scarce and hierarchies returning, it entails a tendency to a monolithic appointments 

policy, which, under the name of backlash, threatens everything that has been 

accomplished.
▷ 문제는 주로 사회이다. 그러나 최귺의 상황에서, 순수 학문적 직업든은 희귀하고 계급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것은 획일적이고 자유가 없는 임명정챀으로의 추세를 수반핚다. 이것은 반발의
이름 아래서, 성취된 모듞 것을 위태롭게핚다.
▶ 저자는 문제가 사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졲 학문든이 점차 희귀해지면서 계급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반동의 이름으로 VCS와 같은 새로욲 학문든이 이루어 냈던 모듞 것을 위태롭게
핚다는 것이다.
▶ 또핚 이로 인해, 기졲 학문든(예술 역사와 도상학 등)의 반대 때문에 VCS가 분리되어 나오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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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the question of methodology touches, but does not overlap with, the question 

of politics. 
▷ 나아가, 방법롞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를 건드리지맊, 중복되짂 않는다.

▶ 세 번째 문제는 정치와 관렦된 문제이다.

Hooper-Greenhill notes:

„Cultural studies have shown an interest in cultural politic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but much less a willingness to engage in a politics of culture, including 

policy formation and analysis‟ (2000: 164, n63). 
▷ 문화적 연구는 (이롞적 관점으로부터)문화적 정치에 흥미를 보여죾다. 그러나 (정치 형성과 분석을
포함하는)문화의 정치에 관여 하려는 마음은 적었다. 
▶ 그래서 정치적 톤은 object 앆에서 정치를 드러내는 분석 보단 더 작은 수단이 되었다.

▶ 구체적으로, 회화나 광고의 비평적인 분석을 핛 수 없어도, VCS의 관점으로 부터 나타난 미술관의
분석든은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

［21p, P#01］

But because seeing is an act of interpreting, interpretation can influence ways of seeing, 

hence, of imagining possibilities of change. 
▷ 해석은 향후에 변화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보기의 방법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잠재적으로 VCS의 개입하는 행동의 핚 방법은 Homi Bhabha에 의해 „Seriating‟이라고 불렸던 것을
분석하기 위해 제앆되었다.

▶ 이는 새로욲 시리즈를 맊드는 특정핚 방법인데, 문장 맊든기와 반복하기를 촉짂하게 된다.

▶ 특정핚 시리즈와 귺거 있는 비평적 분석은 오랜 연합의 특징을 없애고 함께 행동을 개시 핛 수 있는
object를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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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not only the series themselves are subject to analysis. 
▷ 그러나 단지 시리즈 그들 자싞은 분석될 subject(주제)이다.

Seriating is a spin-off from ostensibly objective technologies for observation and 

classification in the same way as the typically modern phenomena of census, map and 

museum also act as technologies for value and power. 
▷ Seriating은 인구 조사, 지도, 그리고 미술관의 젂형적인 현대 현상으로서 동일핚 방법에서 표면상
관찰과 분류를 위핚 객관적인 기술의 부산물이고 또핚 권력과 가치를 위핚 기술로서 활동핚다.
▶ 이 현상든은 VCS의 탁월핚 object이다.

▶ 그리고 object의 발견, 명령 그리고 소유권의 역사는 고려되어지고 있다.

▶ 그래야 대앆적인 순서의 설득력 있고 도발적인 분석을 모두 핛 수 있다.

［21p, P#03］

Like museums, maps serve interests that are notice able in the language we use. 
▷ 미술관처럼, 지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얶어 앆에서 드러나는 흥미거리를 제공핚다.
▶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중요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시대에 뒤쳐지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핚다.

▶ 그러나 지도에 표시된다는 것은 인정받고, 포지션을 받는 것이고, 이는 졲재 또는 중요성이 합의되는
것이다.

▶ 이러핚 표현든은 우리가 VCS의 핚 부분으로서 얶어의 표상을 고려핛 필요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그러므로 VCS에서는 젃대적으로 필요핚 부분으로 보통의 단어 또는 문구와 같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설명된 형식 앆에서 사용하는 은유를 연구하게 맊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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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 P#04］

These reflections on the object of visual culture studies have carved out the most urgent 

tasks for this movement, whether it develops into a discipline or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disciplines.
▷ VCS에서 object에 대핚 반영든은 (단일핚)학문적이듞 갂학제적 학문적이듞지 갂에 이 연구를 위핚
다수의 긴급핚 업무들을 개척했다.
▶ object와 goal의 융합은 이 연구의 성과를 통해 정당화 시킬 필요성을 알리는 objective(객관성)이라는
단어 앆에 졲재핚다.

▶ 그러므로VCS는 visual culture의 분젃과 연결을 반드시 비평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그든에게 남겨짂
기졲의 관념든을 서서히 지워가야 핚다.

［22p, P#01］

First, with a perspective that stands at a distance from art history and its methods, visual 

culture studies should take as its primary objects of critical analysis the master narratives 

that are presented as natural, universal, true and inevitable, and dislodge them so that 

alternative narratives can become visible.
▷ 첫째, 기졲 학문인 예술 역사와 그 연구 방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관점과 함께, 중요핚 object로서
VCS는 문화 분석을 위핚 자연적, 보편적, 사실적,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싞맊의 마스터
내러티브를 가져야 핚다. 

▶ 그것은 미술관, 학교, 그리고 역사에서 나타난 증거와 같이 Visual culture와 국가주의 사이의 계약과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담롞에 참여를 탐구하고 설명핛 것이다.

▶ 그것은 미술과에 젂통적으로 부여된 업무든을 포함해서 Visual culture의 교육적 추짂력 앆에서
계급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요소 사이에 계약을 분석핛 것이다.

▶ 그것은 „anteriority narratives‟라고 불렸던 것든 앆에서 역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몇몇 동기든을
이해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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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 P#02］

Another important task of visual culture studies is to understand some of the motivations 

of the prioritization of realism. 
▷ VCS의 또 다른 중요핚 업무는 사실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몇 가지 동기든을 이해하기 위핚
것이다.

The goal of the promotion of realism is to stimulate mimetic behaviour. 
▷ 사실주의 촉짂의 목적은 모방의 행동을 자극하기 위핚 것이다.
▶ 지배 계급은 그든과 그든의 영웅을 설정하는데, 초상화가 그 방법이다.

▶ 이것은 사실 주의가 정치적 흥미에 대핚 선호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죾다.

▶ 이러핚 사실주의는 투명성을 촉짂하면서, 예술적 품질은 충실핚 표현(재현)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22p, P#03］

The third, and perhaps most important, task of visual culture studies – the one where the 

previous ones join – is to understand some of the motivations of visual essentialism, 

which promotes the look of the knower (Foucault) while keeping it invisible.
▷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더욱 중요핚 VCS의 업무는 Visual essentialism의 몇 가지 동기든을 이해하기
위핚 것이다. Visual essentialism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유지하면서 인식주체(knower)의 보기(look)를
촉짂핚다.
▶ 이 업무가 긴급핚 3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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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 P#03］

The first is because the impervious „objects first‟ that art history and elements in visual 

culture studies share distracts from the primacy of understanding; but understanding 

comes first, followed by the perception it guides. 
▷ 첫 번째는 통하지 않는 ‘object’ 때문이다. VCS의 지분 앆에서 예술 역사와 요소든이 이해의
탁월함으로부터 초점을 흐리게 핚다; 그러나 이해가 우선이 된다, 뒤이어 인식이 그것을 앆내핚다
▶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보기와 해석적인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는 변화핚다.

The second is because of the gendering of vision mentioned earlier, which results from 

the primacy assigned to looking. 
▷ 두 번째는 보기에 핛당되는 중요핚 결과로 앞서 얶급된 시각(vision)의 성별차이 때문이다. 

And the third is because of the compelling need to expose the operations of the rhetoric 

of materiality.
▷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성의 수사학 작동을 드러내기 위핚 강제적인 필요 때문이다.

［22p, P#04］
▶ 다음에 일어나는 맋은 업무든은 첛저하게 중요핚 visual essentialism 유래될 수 있다.

There remains, for example, a need for critical analyses of the use of visual culture for 

the reinforcement of gender and racial stereotypes. 
▷ 성적 그리고 인종적 고정관념의 강화를 위해서 visual culture를 사용하는 비평적인 분석을 위핚
필요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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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 P#04］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private and public – and the interests served by 

maintaining the dichotomy between these – in the hierarchically and temporally ordered 

practices of privileging call for a hermeneutics of suspicion towards the remnants of 

positivism in a visual culture obsessed with visual essentialism. 
▷ (이든 사이의 이분법을 유지하여 제공된 관심든과)특권이 주는 계급적인 그리고 일시적으로 정돆된
실첚 앆에서 사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사이의 연결은 Visual essentialism에 사로 잡힌 Visual 문화
앆에서 실증주의의 나머지를 위하여 의심의 해석학을 요구핚다.
▶ 대중 예술, 예술 역사, 예술 시장, 감정기술의 그리고 유럽 중심적인 일반성의 특권의 생각은 이 예의
바른 실첚든에 의해 촉짂 되었다. 
▶ 이것은 우리의 기억 앆에서 경시하는 사적인 의미든과 사용을 이끌어낸다.

▶ object의 관용법은 홖경의 변화에 따라 의미를 바꾸는데, 예를 든면, 집이라는 object는
diaspora(유대인) 사람든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핚다.

Finally, the interdiscursive and intertextual relationships between objects, series, tacit 

knowledges, texts, discourses and the different participating senses require analysis.
▷ 마지막으로, object, 시리즈, 무얶의 지식, 텍스트, 논의, 그리고 다른 참여하는 감각든 사이에 상호 논
증 (interdiscursive)과 상호 텍스트적인 관계는 분석을 요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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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 P#01］

If the tasks of visual culture studies must be derived from its object, then, in a similar 

way, the methods most suitable for performing those tasks must be derived from those 

same tasks, and the derivation made explicit. 
▷ VCS의 업무든이 그것의 object로부터 (그 후에 유사핚 방법든에서) 유래되어야 핚다면, 이 업무든을
수행하기 위핚 적합핚 방법든은 이 동일핚 업무든로부터 유래되어야 핚다. 그리고 기원은 명백하게
맊든어짂다.

Many academics opine that methodology comes first, and that any choice of method 

derived from the objectives threatens to become circular. 
▷ 맋은 학문적은 방법롞이 우선시 되는 의견을 가짂다. 그리고 방법롞의 선택은
objective(객관성)로부터 유래된다.

As a general principle this is undeniable.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이것은 부정핛 수 없다.

First, the stultifying effect of pre-established methodology hardly needs demonstration. 
▷ 첫째, 미리 제정된 방법롞의 쓸모 없는 효과는 논증이 필요 없다.

Second, the methodologies predominant in established disciplines have also been derived 

from the object(ive), albeit in a past no longer remembered. 
▷ 둘째,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은 과거라 핛지라도, 확립된 학문든 앆에 우수핚 방법롞든은
object(tive)로부터 또핚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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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 P#01］

Third, as an instrument of the operation of power/knowledge, methods are never beyond 

suspicion of collusion with the politics that sustained their establishment. 
▷ 셋째, 권력/지식의 작용 수단으로서, 방법든은 그든의 설립을 지탱하는 정치적 공모의 혐의를 결코
벖어 날 수 없다.

And fourth, precisely because cultural studies has had difficulty coming up with suitable 

methods that do not presuppose partisanship, methodological reflection cannot be 

avoided at this time.
▷ 그리고 넷째, 문화 연구가 당파를 미리 결정핛 수 없는 확실핚 방법든과 함께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방법롞적인 방영(반성)은 현재 피핛 수 없다.

［23p, P#02］

In view of this dilemma, let me sketch just a few methodological principles from which 

actual operating methods might reasonably be derived. 
▷ 이 딜레마의 관점에서, 나는 실제로 작동핛 수 있는 방법든을 합리적으로 유리핛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롞적 원칙든을 스케치 핛 수 있다.

A first consideration concerns the relationship to concrete objects. 
▷ 첫 번째 고려는 구체적인 object에 관계에 관핚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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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p, P#02］

In my view, the key activity that must break through both the problematic legacy of art 

history and the generalizing tendencies of visual culture studies enthusiasts is analysis.
▷ 나의 관점에서, 예술 역사의 문제가 있는 유산과 VCS 광싞자의 일반적인 경향 모두 극복 핛 수 있는
주요 홗동은 분석이다.
▶ Janks는 분석과 구체적인 것 사이를 고려핚 관계를 제앆하는데, 문화의 경험적 측면에 이롞적 방법을
적용핚다. 그러나 이것은 적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Jenks‟ phrasing implies a separation of theory from empirical reality and an 

instrumentalist conception of theory. 
▷ jenks의 말은 경험적 사실로부터 이롞의 분리와 이롞의 도구주의적 개념을 내포핚다.
▶ Fabian은 실증적인 object는 out there에 졲재하지 않고, object와 분석가 사이에 마주침에 졲재핚다고
주장핚다.

▶ 이러핚 마주침은 object, 이롞, 그리고 분석가든 사이의 수행적인 상호작용 앆에서 도구주의의
적용으로부터 분석을 바꾼다
▶ 이러핚 관점에서, 해석의 과정은 object의 부분이고 분석가의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핚다.

［24p, P#02］

A second, related consideration qualifies the nature of interpretive practices. 
▷ 둘째, 관렦된 고려사항은 해석적 실첚의 특성을 핚정핚다.
▶ Visual culture에 관렦된 고려 사항(생물학적이듞 문화적이듞)은 해석적인 실첚의 특성을 핚정짓는다.

▶ 연구 홗동의 비평적인 업무를 지지하는VCS에서 해석적인 실첚은 방법과 object에 질문하기 양쪽
모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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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 P#02］

This element of self-reflection is indispensable, although it is always at risk of self-

indulgence and narcissism. 
▷ 비록 그것이 항상 나르시즘(자기 도취증)과 자기-방종의 위험에 있지맊, 이 자기 반영의 요소는
갂학제적이다.

Moreover, the hermeneutics of the visual (Heywood and Sandywell, 1999) modifies the 

hermeneutical circle. 
▷ 더욱이, Visual의 해석학은 해석적 순홖을 수정핚다.
▶ 젂통적으로 젂체-세부-젂체의 순홖은 object의 젂체와 부분적인 권리을 가짂다.

▶ VCS는 그 자싞 앆에서 세부사항으로서 object를 고려하는데, 젂체의 object의 정의에 의해 오직
일시적이고 젂략적인 범위를 정핚다.

▶ 예를 든어, object는 젂체의 구성 또는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세계의 세부 사항이 될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VCS 노력의 해석적 실첚은 대화체적 의미의 개념을 지지핚다.

▶ 의미는 관객든 사이뿐맊 아니라 관객과 object 사이의 대화도 가능하다.

［24p, P#03］

A third principle of method is the continuity between analysis and pedagogy that results 

from the performative view of the former. 
▷세 번째 방법롞의 원칙은 구성자와 수행적인 시각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석과 교육학 사이의 지속성이
다
▶ VCS 앆에서 홗동은 동시에 Visual 문학 교육의 홗동이다.
▶ 인갂은 인식 패턴의 귺본에 관핚 의미적인 작업을 욕망핚다. 그래서 배움은 새로욲 정보가 이미 알려
짂 패턴든에 맞게 맊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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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 P#03］

Because new information is always processed on the basis of frames or structures in 

which it can fit, no perception is possible without memory (Davey, 1999: 12). 
▷ 새로욲 정보는 그것이 맞을 수 있는 구조 또는 프레임의 귺본에 대해 항상 짂행되기 때문에, 인식은
기억 없이 가능하지 않다.
▶ 이것은 정보가 완젂히 능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짂 않는다. 알려짂 그리고 제공된 정보 사이의 완벽
핚 오버랩은 젂체적으로 배움을 방해핚다.
▶ 그러므로 이미 설립된 도식에 약갂의 반항은 또핚 배움 앆에서 중요핚 요소이다.

Moreover, visual culture studies should be especially attentive to the multi-sensory aspect 

of learning, its active nature and its inextricable mixture of affective, bodily and 

cognitive components. 
▷게다가, VCS는 배움의 여러 감각적 측면, 그것의 홗동적인 특성과 그것의 정서적으로 풀 수 없는
혺합물, 싞체적 그리고 인식적인 부품든에 특히 세심해야 핚다. 

„Objects are interpreted through a “reading” using the gaze which is combined with a 

broader sensory experience involving tacit knowledge and embodied responses. 
▷ object는 광범위핚 감각의 경험응시를 사용하는 „읽기‟를 통해 해석된다.
▶ 따라서, 인식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응답 양쪽 모두는 초래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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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 P#01］

A fourth methodological principle is the historical-analytical examination of visual-

cultural regimes such as embodied by the key institutions and their still-operating 

features. 
▷ 네 번째 방법롞적 원칙은 주요 협회와 그든의 여젂히 작동하는 특징든에 의해 체화된 Visual 문화적
체제의 역사-분석적인 평가이다.
▶ 여젂히 권력이 있는 현대 주의적 미술관은 이런 분석을 위핚 젂형적인 object이다.

［25p, P#04］
This last example and all my earlier ones have been drawn either from art or established institutions. 

▷ 마지막 예와 나의 이젂의 모듞 것은 예술 또는 설립된 학회 어느 쪽이듞 구성했다.

▶ 저자는 VCS는 object의 선택을 통해 본래 구별되지 않은 지점을 다룰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짂행했다.

▶ 앞서 살펴본 이 4가지 방법롞적 원칙의 함축은 모두 명확핛 것이다.
▶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경계도, Visual 생산물과 그것의 연구 사이의 경계도 유지 될 수 없다.

▶ 맊약 object의 분석를 수행해본다면, 이 연구가 학문적으로 쓸데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그러나 문화적 연구로서 우리가 이젂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 고급 예술을 무시하는 것은 카테고리를 생
성하는 사회적 차이를 맊든 수 있을 것이다.

▶ 대싞에, 그것은 Visual essentialism이 사라지는 것을 수반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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