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시각 문화의 장으로서 인스타그램:
레프 마노비치의 인스타그래미즘을 중심으로

권승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서론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 활자로 된 작품인 책이 대중화되었다면 19세기
사진과 영화의 발명 이후 이미지로 된 작품이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20
세기까지는 문자나 이미지를 생산하는 사람은 작가에 국한되었다. 즉 20
세기는 전문가가 만든 책과 예술작품을 대중이 소비하는 일방향 미디어
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 초반 디지털 미디어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대중이 직접 생산자가 되는 1인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 블로그로 누구
나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갖게 되면서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여 대중
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카메라와 마이크, 편집기가 스마트폰 안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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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게 되면서 누구나 자신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
다. 또한 2010년대 어도비사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
터 이펙트 같은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일반인도 비교적 저비용으로 구독
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의 수준이 기존에 단순히 영상을 기록했던 수
준에서 이미지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변형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발전하면
서 누구나 모바일폰에서 사진을 찍어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시대를 연 모바일 앱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은 2010년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과 마이크 크리
거(Mike

Krieger)가

설립한

이미지

기반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이다. 블로그가 글을 주로 쓰고 페이스북은 글을 쓰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다면 인스타그램은 주로 사진만을 올리고 거기에 제목이나
해시태그를 단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단순히 올리는 웹 아카이브가
아니라 이미지로 자기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즐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현재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셜미디
어 중 하나가 되면서 일상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에서 인스타그램 이미지
스타일은 널리 유행하는 문화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
내의 인스타그램의 연구는 패션, 마케팅, 사용자 경험, 해시태그, 광고,
이용행태, 인플루언서 등 사용자 관련 연구에 치우쳐 있고 시각 문화의
관점에서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는 미술사의 방법론과 미디어학과 데
이터 과학 등을 융합하여 2012년 이래로 17개의 도시들에서 공유되었던
16,000,000개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분석하여 인스타그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결과로서

「인스타그램과

Contemporary Image)」를 2017년에

현대

이미지(Instagram

발표했다.1)

and

마노비치는 사진사,

영화, 그래픽 디자인, 소셜미디어, 현대 디자인 트랜드, 뮤직비디오, K팝
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적이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인스타그램 시각
문화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스타그램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와 비교 분석하면서 인스타그램의 시각 정체성을 도출하
고 마노비치의 인스타그래미즘(instagramism)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이

1) Lev Manovich, 「Instagram and Contemporary Image」(PDF), manovich.n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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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스타일을 논하고자 한다. 인스타그래미즘은 인스타그래머들이 올
린 디자인 사진들에서 보여지는 미학을 일컫기 위해 마노비치가 만든 신
조어다.

2.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초창기 소셜미디어는 전자게시판(BBS)에서 소통하는 천리안, 하이텔
같은 PC통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SNS는 1997년에 등장한
식스디그리즈닷컴(SixDegrees.com)이었다. 이 사이트는 친구, 가족, 지
인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는 서비스였지만 회원 대부분은 실제 낯선
사람과 친구를 맺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2) 1999년에 블로거닷컴
(blogger.com) 같은 블로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한국에는 싸이월드가
창업하여 2002년에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미국
에서는

2002년

프렌드스터(Friendster)와

2003년

마이스페이스

(MySpace), 2004년에 페이스북(facebook)이 등장하였다. 페이스북은
2005년 사진공유앱, 2006년 뉴스피드(news feed) 기능을 만들면서 미
국 내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SNS가 되었다. 친구들의 포스트를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인 뉴스피드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친구들
의 미니홈피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싸이월드의 인기는 반대로 추락하
게 되었다. 당시 블로그와 미니홈피, 페이스북 모두 사진을 올릴 수 있었
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었다. 2005년에 창업하여 2006
년에 구글에 인수된 유튜브는 본격적인 동영상 플랫폼이었지만 이미지보
다는 말이 중심이었다. 본격적으로 이미지 중심의 SNS가 출현한 것은
핀터레스트(pinterest)와 인스타그램이 출시됐던 2010년도였다. 인스타그
램의 급성장은 1인미디어가 문자중심에서 영상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문자 중심의 1인미디어인 블로그 시대가 저물
고 이미지 중심의 1인 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0년대 초고속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미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블로그, 페이스북 역시 이미
지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인스타그램은 이들과는 단절한 차별화된 특성
2) 한상기, 『소셜미디어 특강』, 에이콘, 2014,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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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첫째, 인스타그램은 문자나 말없이 오로지 이미지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치 미술관처럼 이미지만 전시되어 있는 인
터페이스를 갖고 있다. 둘째,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의 현장성을 쉽게 확보
한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웹에서 시작한 서비스였기에 웹에서 다운로
드한 이미지를 쉽게 올릴 수 있었기에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
현장성과 독창성을 만들기 힘들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출시 초기 모바
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모바일폰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인스타그램 사진이 보여주는 ‘바로 여기 이 순간’이라
는 현장성은 짜여진 각본보다 리얼리티를 선호하는 현 세대의 성격과 상
응하면서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셋째, 인스타그램은 다양한 필터와
강력한 보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폰 사진을 전문가 수준으로 보
정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기존 SNS의
사진 공유 서비스는 없었던 필터 기능은 인스타그램의 대표적인 성공요
인이었다. 즉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이미지로 자신만의 독창적 스타일
을 과시하고 공유하는 기능으로 기존 서비스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완전
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것의 단절과 혁신이라는
소셜미디어 역사에서 불연속적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구글이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고 페이스북이 세계인을 연결하는 플랫
폼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세계인이 자신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플랫폼이라
고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디자이너, 뷰티 아티스트, 사진가, 화가, 공
예가를 위한 갤러리가 될 수 있다. 예전에 갤러리는 스폰서를 갖는 예술
가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라면 현재 인스타그램은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일반인의 갤러리가 되고 있다.

3.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페이스북은 2009년 마이스페이스를 추월하여 전세계 최고의 SNS가
되었다. 2010년 등장한 인스타그램은 경쟁사인 페이스북과 상반된 로고
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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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로고 변천사
(출처:https://cracker.live/2018/09/07/unicornlogo)

2010년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시스트롬은 폴라로이드 원스텝
SX-70 카메라의 실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로고로 사용했다. 그 이
후 2016년 상형문자 형태의 로고로 변할 때까지 즉석카메라의 형태와
무지개 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페이스북의 로고와 상반된다.
페이스북의 로고는 단색, 차가운 색, 문자, 직선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면 인스타그램은 다색, 따뜻한 색, 이미지, 곡선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갖
는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은 대부분 익명으로 운영되었다. 페이스북보
다 앞선 SNS인 마이스페이스 역시 익명 기반의 친구 맺기 서비스로 친
구를 쉽게 늘릴 수 있었지만 사용자들은 쉽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
었다. 반면 페이스북은 초기 특정 대학교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들만
실명으로 가입하게 하여 실명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열었
다. 실명을 토대로 신뢰를 지키는 투명성은 페이스북이 강조하는 가치로
서 하나의 색과 직선이라는 이미지와 상응한다. 마크 주거버그는 “사람
들은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라고 말하면서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
하였다.3) 익명의 인터넷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지
만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는 친구들이 아는 자신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

3) 데이비드 커크 패트릭 『페이스북 이펙트』, 임정진, 임정민 역, 에이콘 출판사,
2010,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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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말 그 자체로 인명부라는 뜻으로 로고 그 자체가 온라인
인맥관리 서비스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인스타그램
은 페이스북과 상반되게 익명 기반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모르는
사람들을 쉽게 팔로우하면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 페이스북
의 보수적인 성격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인스타그
램의 로고는 인스탄트 카메라와 텔레그램의 합성어라는 의미와 맞게 인
스탄트 카메라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무지개색의 다색은 필터로 자신만
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특성과 잘 어울린다.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텍스
트로 기반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기반이므로 그 로고 역시 이미지
에서 기반한다. 페이스북에서는 보통 텍스트를 먼저 쓰고 텍스트를 보조
하는 것이 이미지이고 모든 댓글을 노출시킨다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올리고 이에 대해 제목과 해시태그 정도를 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댓글도
숨겨져 있어 이미지를 보는데 방해를 주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은 2012년도 페이스북에 1조원 넘는 가격에 인수되어 그
인터페이스가 페이스북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에서 뉴스피드
를 볼 수 있고 동영상 플랫폼과 알림, 프로필 페이지가 동일하다. 친구
소식을 먼저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
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페이스북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의 페이지가
존재한다. 동호회 같은 그룹을 위한 페이지와 상품 홍보나 기사나 동영
상을 위한 페이지가 존재한다. 즉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함께 동영상, 기
사, 뉴스를 공유하고 자기 상품도 홍보하고 동호회도 만드는 하나의

마

을의 개념을 갖고 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자기 표현에 최적화된 일종
의 갤러리이다. 그러므로 인스타그램의 페이지는 페이스북과 달리 텍스
트가 거의 없이 이미지로 구성된다. 특히 프로필 페이지는 세 줄의 격자
안에 들어간 이미지들을 스크롤하면서 검색할 수 있고 각 이미지를 클릭
하면 그 이미지를 크게 볼 수 있고 스크롤하면서 큰 이미지를 계속 감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갤러리라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를 추월하여 세계 최고의 SNS가 될 수 있었
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술에 있다. 페이스북은 급작스럽게 증가한
트래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다른 SNS와 달리 초반에 하버드대학
교의 온라인 인맥서비스로 출발하여 아이비리그, 미국 대학교, 미국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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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세계 대학교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오픈하면서
기술상의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친구를 태그하는
사진공유앱, 뉴스피드, 좋아요 버튼, 오픈 플랫폼, 메신저 등 끊임없이 혁
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면서 다른 SNS를 기술 면에서 앞서 나갔다. 이 점
에서 페이스북은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기술
보다는 개인의 창의에 초점을 두고 복잡한 기술 대신 단순한 필터 기능
하나에 집중하면서 관계맺기보다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우선시했던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범주ﾠ
ﾠ
페이스북
색
표현

내용

표 2

인스타그램

단색, 차가운 색 위주

다색, 따뜻한 색 위주

직선, 직사각형, 바탕
복잡
신문(텍스트와 이미지)
댓글노출
복잡
다기능

곡선, 정사각형, 윤곽
단순
격자의 갤러리 (이미지)
댓글 숨김
단순
단순 기능

책임
관계맺음
마을
공동체
기술

자유
자기표현
갤러리
개인
창의

로고
형태
구조
레이아
웃
인터페이스
메뉴
기능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표현과 내용

- 7 -

4. 인스타그래미즘
마노비치는 인스타그램이 기존의 분리됐던 일반인, 아마츄어, 프로, 광
고, 초상화, 패션, 제품 사진 등의 다양한 사진 문화들과 카메라, 인화지,
암실, 잡지, 전시실 등을 모바일폰 안으로 통합하였다고 말한다.4) 이는
인스타그램이 다양한 문화와 미디어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융복합 미
디어임을 드러낸다. 마노비치는 수많은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들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를

일상사진(casual

photos),

프로사진

(professional photos), 디자인 사진(designed photos)으로 분류하였다.
과거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필름 구입비와 현상료가 있었기에 사진은 일
상사진이라기보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사진이었다. 일상사진이 일반화
된 것은 21세기 초반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고 소셜미디어가 현상소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마노비치에 따르면 프로사진은 기본적으로
노출, 색상, 구도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법칙을 잘 지킨 사진을 말한다.

5)

프로사진이라면 노출에서 그림자 톤과 중간 톤, 하이라이트 톤 모두에서
디테일이 살아야 하고 색상은 어느 한 색깔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균형
을 갖춰야 하며 구도는 근경, 중경, 원경에 걸쳐 선이 이어져 원근법이
잘 드러나야 한다. 일상사진과 프로사진은 인스타그램만의 독특한 사진
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SNS와 차별화하는 인스타그램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진은 디자인사진이다. 디자인사진은 명확한 스타일로 조정된
사진으로 현대 사진의 기본적 특징과 함께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특성도
갖고 있다.6) 일상사진이 사람 전체를 대칭적 구도로 보여준다면 디자인
사진은 프레임에 잘려진 몸의 부분을 보여주고 일상사진에서 응시하는
얼굴을 회피한다. 그리고 디자인사진은 프로사진과도 상반된 특성을 갖
는다. 프로사진이 풍경의 스펙터클과 깊은 심도와 무한한 디테일을 갖는
다면 디자인사진은 클로즈업, 얕은 심도, 디테일 부족의 특성을 갖는다.
인스타그래미즘은 바로 인스타그램만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디자인사진의
미학을 말한다. 인스타그래미즘은 2011년에 미국 북서부의 중소도시 포
트랜드에서 창간한 킨포크(kinfolk)라는 계간지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킨포크 라이프스타일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4) Manovich, 앞의 책, p.11.
5) 위의 책, p.58.
6) 위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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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말한다. 인
스타그래미즘 역시 특별한 스토리나 메시지를 갖지 않고 무엇을 재현하
거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일상의 분위기, 중요한 물건
과 함께 하는 특별한 순간, 존재의 상태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인스타그
래미즘은 느림, 장인정신, 아주 작은 디테일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미학적으로 볼 때 미묘한 차이, 빈 공간의 힘, 시각적 지성, 시각적
쾌락에 관한 것이다. 인스타그래미즘은 전세계 디자인 계급의 스타일이
다. 이 계급은 생산수단과 관련된 경제 관계가 아니라
어도비 미디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그들이 사용하는

정의된다.7)

현대 디자인의 이미지는 20세기 초반 유럽 추상화의 원칙에 영향을 받
았다. 그 원칙은 강한 콘트라스트, 제한된 색상, 단순한 기하학 모양, 두
꺼운 선, 큰 빈 공간, 폰트 크기의 명확한 차이, 반복되는 요소들의 시각
적 리듬, 수평선 등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20세기를 거쳐 21세기 초까지
진화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낳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조나
단 이브의 애플 디자인 같은 미니멀리스트 미학은 미묘함, 시각적 차원
의 작은 차이로 기존 20세기 초반의 미학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20세
기 초 디자인과 달리 공격적이지도 요란하지도 않고 조용한 앰비언트 감
성을 가졌다. 보색을 통한 강한 콘트라스트보다는 한두 개의 색으로 다
양한 스타일을 창조하였다.8)
마노비치는 인스타그래미즘을 미래파, 큐비즘, 초현실주의 같은 현대
예술운동과 비슷한 양식으로 보고 있다. 인스타그래미즘은 현대 예술운
동과 달리 그 플랫폼에 참여한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들 작가는 모바일폰이라는 문화생산수단을 갖고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 의미있고 감성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위신까지 얻는다. 사회적 위신은 광고업
자들과 협업을 통해 그들의 문화자본을 경제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이러
한 맥락에서 마노비치는 현대사회를 지식사회 대신 미적 사회(Aesthetic
society)라고 일컫는다.9)

7) 위의 책, p.95.
8) 위의 책, p.98.
9) 위의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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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상사진과 디자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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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사진과 디자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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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10년대 기존의 전문가들이 독점한 미디어 제작기술이 모바일폰 하
나에서 구현되면서 일반인이 앱을 활용하여 자기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를 선도하는 앱은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은
또한 텍스트 중심의 소셜미디어와 단절하고 이미지로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서 SNS를 혁신하였다. 기존에 전문가 영역이었던 시각 예
술의 세계는 이제 일반인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기존 SNS를 장악하고
있던 페이스북이 텍스트 중심의 인맥서비스이고 오락, 쇼핑, 뉴스 등 다
양한 기능을 가진 멀티 플랫폼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오로지 이미지에 집
중한 사용자들의 자기표현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누구나 텍스트에서 벗어나 이미지로 소통하는 명실상부한 영상시대를 연
것이다. 그에 걸맞게 인스타그램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이를
마노비치는 인스타그래미즘이라고 일컫는다. 인스타그래미즘은 인스타그
램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시각 양식이다. 그것은 근대 선형적 서사나 재
현양식에서 벗어나 일상의 순간과 사물의 존재 그 자체의 분위기를 중시
한다. 이는 리얼리티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라이
프스타일과 상응한다. 인스타그래미즘은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려
진 사진들 중 기존 사진과 미술, 그래픽 디자인을 통합하여 명확한 스타
일을 갖는 디자인사진의 미학을 말한다. 그 미학은 인스탄트 카메라의
스피드와 있는 그대로 순간을 기록하는 것과 상반되게 느림과 필터를 통
한 조작된 스타일을 의미한다. 인스타그램의 미학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용자에게 소중한 특별한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조작은 현실의
왜곡이 아니라 그 순간 사용자의 실제 주관적 감성을 담는 것이다. 인스
타그램 미학은 기존 20세기 디자인의 강한 콘트라스트와 상반되게 미묘
한 차이를 중시한다. 인스타그래머는 기존 순수 예술가들과 달리 자신의
능력을 문화자본으로 향유하면서 광고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면서 미학을 통해 경제가 작동되는 미적 사회를 창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단순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되기보다 21
세기 새로운 시각적 양식을 확산시키는 거대한 예술가 집단의 갤러리 또
는 새로운 시각문화의 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시
각문화 연구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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