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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우리는 정보-중독과 단순한 자극 중독의 두 

가지 자극을 구분하고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

보를 위해) 인터넷을 서핑하는 것과 음악 채널을 

보는 것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예들을 생

각해 보면 우리는 정보와 자극의 복잡한 연관성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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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화적 거리예술 

2. 프레임할 수 없는 거리 개입 

I. 그래피티와 헤게모니 

거리예술은 이미 주어진 시각적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 이미지의 통제가―프

레드릭 제임슨이 말한―후기 자본주의의 논리에 완전히 순응하는 현대 도시

의 시각성과 거리예술이 ‘도시의 지배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헤게모니적인 

형태의 관계는 무엇일까? 거리예술이 대안적인 관객성을 불러일으키는가? 

도시의 삶에서 요구되지 않은 시각적 개입은 현대의 시선의 구체적인 양상에 

저항하는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의 시각적 경험이 지난 몇 십 년간 급격히 변화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들이 질문되었다. 이러한 정치·경제·기술 분야의 강요 속에 

우리의 눈은 중요한 가시범위에 대한 민감한 정도를 하향평준화 혹은 억누르

고, 뿐만 아니라 눈의 생명력을 지배하는 시장의 힘/법칙에 저항하는 가능성

의 흔적을 제거하는 끊임없는 조작의 영향을 받는다. 눈은 이미지로 가득 차 

완전히 팽창되었지만 아직도 시각적 요구가 의미가 아닌 자극인 만성적인 갈

망―욕망이 아닌―으로 가득 차 있다. 디지털 이미지와 고속화된 커뮤니케

이션의 시대에 눈은 자극에의 중독에 시달리지만 관찰하는 대상은 눈을 절대 

멈추거나 닫지 않고 오늘날 그 자극은 주로 정보의 형태를 띤다.1 

현대 도시의 시각성의 포괄적인 분석은 분명히 이 발표문의 범주를 넘어선

다. 하지만 여기서 이 상태의 중요한 측면이 제한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 이

것은 근본적인 복제성(본질적으로 복제될 구조를 가진)과 관련된, 따라서 특

이성을 제거하는, ‘종결’ 혹은 ‘이미지의 객관화’로 일컫는다. 잘 알려져 있다

시피 복제와 독창성의 소실과의 관련성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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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2 벤야민에게 20세기로 접어들면

서 사진과 필름이 가져온 복제 기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술작품

에 있어 “예술의 영역을 훨씬 능가하는 의미인 ‘아우라’의 소멸 혹은 쇠퇴”이

다.3 그는 “아우라의 파괴가 복제라는 방법으로 심지어 유일한 것으로부터 

동일성을 이끌어 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지각의 특징이

다”라고 서술한다.4 어떤 것의 독창성을 저버리는 문화의 벤야민적 문제는 많

은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시각적 조건이―

눈을 측정하는 조건으로서의 사진 이미지의 완전한 내면화 그리고 극도로 발

달한 복제 기술에의 완전한 의존과 함께―1930년대 이후 눈에 띄게 변화한 

이래로, 그들만의 언어로 분석하도록 요구되는 우리 시대의 특징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거리예술의 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복

제 가능성에 대한 오늘날의 시각적 헤게모니와 특정한 유형의 거리예술에 의

해 도전 받는 관습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쿨 킬러 혹은 기호의 반란(Kool 

Killer or the Insurrection of Signs)」에서의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선구적인 그래피티에 관한 논의를 의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 「쿨 킬

러」에서 보드리야르는 그래피티의 시각적인 면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

며 그의 분석이 현재의 프로젝트에 매우 적절한 이유는 그래피티를 “현대의 

기호적 지배”에 대한 공격, 시스템의 의미에 대한 헤게모니적 코드에 관한 논

쟁으로 보는 그의 시야이다.5 보드리야르에게, 

도시는 더 이상 19세기의 정치 산업 지역이 아니다. 그것은 기호, 미디어, 그리고 코드의 

지역이다…기호 형태 안에 존재하는 그것의 진실은 우리 주변에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

과 광고의 게토이고, 소비자와 소비되는 것의 게토이며, 혹은 독자들은 미리 읽고, 모든 

메시지의 부호화된 디코더, 지하철에서 그리고 지하철에 의해 순환하는, 여가시간을 즐

기도록 하는 것들과 즐기는 사람들 등, 도시 삶의 모든 시·공간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

되어 있는 게토이다. 6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이 코드의 독점은 사회적 관

계의 진정한 형태이며”7, “도시적 추상화와 일반적 사회성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유대감을 파괴하는 적절한 이름을 부과하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모든 

이에 대한 개인적 특성”이다.8 이러한 맥락에서 보드리야르는 그가 “도시 환

경에서의 파괴와 폭발”이라고 이해한 1970년대 뉴욕 그래피티에 매료되었

다. 그러나 기호 파괴의 독창성은 그래피티가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의미하

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SUPER BEE SPIX COLA 139 COOL GUY CRAZY CROSS 136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2)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and Other Writings 

on Media, trans. by E.Jephcott, R. Livingstone, and 

T.Levin(HarvardUniversityPress, 2008), p. 23.

3)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p. 22

4) Ibid., p. 24.

5) Jean Baudrillard, “Kool Killer or the Insurrection of 

Signs”, Symbolic Exchange and Death (London: 

Sage Publications, 1993), p. 78.

6) Ibid.

7) Ibid.

8) Ibid.,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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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심지어 적절한 이름도 아닌 그것의 기능이 흔한 지명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상징적인 입학 허가 번호이다 … 함축된 의미나 명시된 의미도 없는 … 그것들은 지

시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의미한 기표가 도시의 완전한 기호의 영역에서 전개되자

마자 사라진다.9 

보드리야르에게 그래피티의 힘이란 지시의 어떤 대안적 제안에서부터 나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대안은 전면적인 코드의 독점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한 헤게모니 아래에서는 그 어떤 대립하는 기호 시스템도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피티는 코드에 텅 비고 공허한 것을 주

입하여 체제 전복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피티는 “시스템이 휘청거리

고 와해될 코드의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코드화할 수 없이 완전히 다른 방법

으로 암호화된 차이점을 공격하여” 기호형태의 심장부를 도려낸다.10 필자는 

그래피티 기호가 공허한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보드리야르

의 분석은 필자가 가고자 하는 길에 영감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래피

티를 그것의 주변부성의 일반적인 영향으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그것

의 독창적인 잠재성을 기호형태의 헤게모니의 비판적인 의문의 맥락에서 이

해해야 할 지시의 급진적인 양상을 적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 기표로서의 그래피티 작업의 분석이 궁극적으로는 그래피티가 거리에서 

그리고 거리를 위해서 여는 독창적인 시각적 차원의 논의의 자리를 내어 놓

지 않는 기호학적인 틀 안에 남아 있는 보드리야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지점이다. 기표로서의 그래피티와 관련해 보드리야르는 내 생각에 테

깅에서부터 좀더 정교하고 거리에 있는 회화적 작품 제작까지 아우르는 도시 

개입의 총체적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역, 즉 그래

피티의 시각성에는 관심이 없다. 

II. 정면성의 영역: 스크린

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방대한 시각적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눈에는 한계가 없으며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눈은 

경찰 폭력과 슈퍼마켓 선반 위에 있는 새로운 제품을 함께 보듯 모든 것을 포

착하고 테를 두른다. 이론상으로 모든 것은 그것에 속해 있다. 눈은 화성의 

표면으로 줌인할 수도 있고, 멀리서 지구를 관찰할 수도 있으며, 물질의 가

장 작은 입자 사이를 여행할 수도 있고, 바다의 깊이를 탐험할 수도 있으며, 

인간의 몸에 들어가 내장 기관들, 아마도 눈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내부’라고 불리는 기관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눈은 우리

가 총체적 혹은 전체주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관찰력을 가

9) Ibid., p. 80.

10)  Jean Baudrillard, “Kool Killer or the Insurrection 

of Signs”,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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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됐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눈에 영향을 주는 깜박이는 이미지의 팽창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눈은 시각의 완전한 주인으로 작동하

는 동시에 변화하는 광고나 뉴스와 같이 그 내용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화면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눈은 어떠한 종류의 조직적인 중심 혹은 체계

가 결여되고 가깝거나 먼, 거대하거나 미비한, 오래되거나 새로운, 원본이거

나 복제된, 실제거나 허상인 시시각각 변하는 혼합과 융합의 단계를 유지하

는 교차하는 연속체 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날 픽셀 해상도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이미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예리한 이미지

들로 이루어진 삶은 우리가 이미지와 가지는 관계의 한 부분이 된 그 어떤 친

밀감 혹은 깊이도 나타내지 않는다. 반대로 이러한 사실은 전형적으로 우리

가 눈의 자유, 즉 창의성의 모험과 책임감의 무게를 잊게 하는 것들의 대표적

인 기준에 완전히 승복한다는 것을 은폐시킨다. 내가 이해하기로 이러한 상

태를 묘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크린 효과’이다. 

이미지가 텔레비전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혹은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광

고 게시판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눈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

은 단지 그것이 보는 것과 단일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고정되고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것이라는 걸 인식한다. 물론 눈은 이미지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멀리 떨어지는 방법과 그것의 디테일에 익숙하다. 줌인과 줌아웃하는 선택

권은 크기를 줄이거나 늘이는 내재된 스케일에 의존하는 외관의 형태를 가진 

스크린 이미지와 우리가 가지는 관계성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종

종 이미지의 스케일을 변형시키거나 스크린과 관련하여 관찰자의 자세/위치

를 변형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변하지 않은 스크린에 의해 좌우되는 거

리의 균일성을 남기는 추가적인 효과 그 이상 혹은 이하도 아니다. 스크린을 

볼 때, 눈은 시점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단일한 삶의 공간에 있다. 스크린에 

의해 테두리 지워진 내용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포장된 것들

이다. 스크린이 이 관찰 공간에 부과하는 정면성은 이미지가 펼쳐지고 접근

되는 다양한 방법을 제거하고 관람자의 시선, 참여, 방향을 완전히 결정된 방

법으로 존재하는 이차적 차원의 시각적 내용으로 돌린다. 정말 모든 것은 거

기에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 테두리 지어 정면적으

로 제시된다. 그것들이 스크린에 나타날 때 모든 내용은 정확히 같은 구조를 

띤다. 평면성은 스크린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보드리야르가 ‘의미의 절대

영도’라 부르는 내면의 형식과 논리가 상업적인 것의 의미들을 창조하는 방

법으로 통제된다. 80년대 변모의 가능성을 저버린 보드리야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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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가상의 표현방식을 광고의 그것으로 흡수하는 것이

다. 모든 근원적인 문화적 형태와 모든 언어는 깊이가 없는 까닭에 광고로 흡수되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즉시 잊혀진다. 피상적인 형태, 모든 의미의 최소한의 공통분모, 의미

의 절대 영점 …기호의 에너지의 가장 낮은 형태의 승리. 과거도, 미래도, 변모의 가능성

도 없는 이 비논리적이고 즉각적인 형태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현재 모든 형태의 활

동은 광고로 향하고 대부분 그 안에서 스스로 지친다. 딱히 광고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

로 생산된, 하지만 단순화된 작동방법, 모호하게 매혹적이고, 애매하게 관능적인 광고의 

형태 … 하나의 내용이 무효화되는 [형태] … 11

동일한 형식을 강요하는 데 있어 스크린은 시각을 가능한 가장 낮은 단계

의 공통분모로 만든다. 스크린은 시각적으로 평면이고 평면적인 시각성의 전

형이다. 시각은 정면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정면성이 시야를 지배할 

때, 주어진 시각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시각적 전개의 원칙이 되었을 때 어

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러므로 스크린의 시각성은 동

일한 표현 양식과 지향성을 기반으로 출발한다. 스스로 보여주는 것은 시각

적으로 거의 항상 결정되어 있고 소비자의 눈을 향해 있다. (시각적 내용으

로) 가득 차 있거나 눈을 위해 그곳에 존재하여 시각 그 자체가 된다. 그러므

로 그것은 눈을 혼동시키는 그늘, 희미하거나 비결정적인 부분, 금, 파열, 틈, 

구멍 등의 질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물론 한계점, 경계, 측면, 물론 후

(면)도 가질 수 없다. 스크린은 감추거나/숨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어

떤 표리가 없음이나 자기 노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각적 존재의 방법적 

차이, 완전한 뚜렷함과 눈에 띄지 않는 것, 혹은 드러내고 숨기는 것의 구분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춤은 사라진다. 그것이 스크린에 보여주

는 것은 항상 완전히 제시된다. 그것은 자신의 깊이, 일시성, 혹은 비가시적

인 잠복해 있는 다른 존재를 잊어버린 시각성의 한 형태이다. 스크린은 내용

을 프레임한다. 그것은 근거를 두고 진화할 특정한 과거나 관련 지을 미래도 

없이 인위적인 현재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유적인 방법으로 평평하고 정면적으로 되어 버린(하지

만 아직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평평하다고 하지 않는) 시각적 공간의 

이미지로서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다. 정면적 시각성의 공간에서 시각적 

내용은 모두 거기에 있다. 더는 없다. 그것은 둘다/혹은 으로 구분되는 이분

법적인 장치로 그 영향력은 총체적이다. 스크린은 모든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보여지는데 이것은 스크린이 그것을 가리키거나 그 너머를 바

라보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나 환상조차도 감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스크린은 눈과 마주하고자 테두리 지어져 항상 그곳,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것의 수요와 특히 시각을 통제하

려는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하여 눈을 지배한다. 정면성은 눈의 척도로 수

11)  Jean Baudrillard, “Absolute Advertising, Ground-

Zero Advertising”, Simulacra and Simulation,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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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된 시각성으로, 수평선이 없도록 구조된 부자연스럽고/인위적인 시각적 현

상, 즉 잠재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선으로 인간 실존의 수평적 차원을 

차단한다. 정면성은 눈이 항상 가시적인 것의 이면에 남으려는 움직임을 막

는 시각적 구조를 만들어낸다.12

스크린은 더 이상 시각적 선택의 다양성 중 하나가 아니고, 강력하게 세계 

어디서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사적 그리고 공적인 환경이 스크

린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주관성에 대한 스크린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

한가를 입증할 뿐이다.) 그러나 감각의 영역의 정면적 균질화가 정말로 혼란

스럽고 우리는 그것의 효과를 알아내어 비판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효과를 

전체주의화하지 않고 따라서 기정 사실로서의 시선의 분야에서 깊이와 특이

성의 부재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은 좀더 심각한 

억류의 형태(보드리야르와 같은 중요한 비판적인 위치가 그들이 택하는 정량

이 정확하지 않을 때 일어 날 수 있는 것처럼)가 되지 않은 정면성의 매력적

인 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크린의 헤게모니는 점점 시각적 영역에서 의미의 출현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체주의적 구조는 사상 혹은 상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 완전한 전체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반대쪽 입장―분명히 

확실히 찾을 수 없는―에서 볼 때, 정면의 구상성은 균열, 갈라짐, 그리고 분

열을 저버리고 그것의 획일성, 지속성을 조금씩 잘라내 버리며 무질서를 완

전히 무너뜨린다. 우리의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감춰지는 구체적인 구멍

에 대한 지식은 시각성과 함께 성향의 문제를 다시 재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

이다. 이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이미지들을 살펴볼 차례이다. 거리예술

이 시각성에 대한 비-정면성의 관계를 가능하게 할까? 거리예술이 어떤 방법

으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까? 

III. 거리 이미지: 정면적 시선 너머 

거리 이미지 특유의 특징 중 하나는 그것들이 항상 도시 삶의 세계의 매트릭

스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진정한 거리예술은 거리

에 속해 있다. 이미지가 도시와 도시적 삶의 일부로 거리에서 보여질 뿐만 아

니라, 도시적 배경―‘거리’―은 그 이미지의 시각성의 구성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리예술이 갑자기 거리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그것의 구조에 중요한 요소이다. 거리예술이 거리에 대

해 가지는 본능적인 소속감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리예술

이 장소 특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불확

12)  ‘정면성의 지배’라는 내가 명명하는 용어의 윤

리적인 의미는 Emmanuel Levinas: Ethics as an 

Optics (Tel Aviv, 2008)에서 발전되어 논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낭시의 철학에서 논의되는 이

미지의 윤리적인 형성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인 

논의를 참고할 것. Hagi Kenaan, “What Makes 

an Image Singular Plural: Questions to Jean-Luc 

Nancy”, Journal of Visual Culture, Vol.9(1)(2010), 

pp. 62-76.

도 1. 침입자(Invader), 2010, 파리

도 2. 클론(Klone), <앉아 있는 외계인(Seated 

Alien)>, 2009, 텔아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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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하지만, 예를 들어 거리예술의 위치와 갤러리 혹은 미술관 설치의 그것 사

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흐릿하게 만들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은 범주이다. 그

러므로 갤러리나 미술관 설치에서 그 장소 자체가 단호하고 통제된 시선의 

조건의 방식으로 해석되는 반면, 거리라는 위치는 그것이 항상 도시의 커다

란 순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시선의 조건을 갖지 못한다. 달리 말해

서 거리예술은 거리를 위해 제작되었고 거리예술의 관객은 길 위에 있는 사

람들, 구체적으로 말해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도시를 걸어 다니는 이들이다.(도 1) 거리를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아침

에 나타나고, 근처에 가로등이 없는 한, 밤에는 그늘 속으로 사라진다. 그것

들은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며 기분 나쁜 

가게 주인이나 선거캠페인을 위해 벽보를 붙이는 공무원들에 의해 갑자기 없

어지기도 한다.(도 2) 이러한 이미지들이 그들 스스로를 보여주고 숨는 것에 

맞서는 도시의 수평선은 정치, 인종, 경제, 도시계획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통, 건설, 레노베이션, 상업, 시위, 좋은 혹은 나쁜 날씨와 같이 도

시를 배회하는 하는 방법에 상응하고, 당신이 어느 날 특정한 리듬으로 선택

한 경로에 의존하기도 하며, 도시의 시선에 의해 선택된 길에 달려 있기도 하

다.(도 3-5)

그러나 도시의 삶에서 이미지의 내재성 혹은 그것의 시각성이 항상 도시망 

안에서의 움직임의 가능성으로부터 출현하는 역동적인 감상과 연계되어 수

반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리 이미지의 조망과 발현은 주어진 관점에 기반을 

두는 것도 아니고 관람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고정된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거리에 위치하여 거리 이미지는 완전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상적인 

관점, ‘밴티지 포인트’가 없다. 달리 말해 도시에 있는 거리 이미지는 (어떤 

근본적인) 프레임-구조가 없다.(도 6, 7) 거리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프레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고, 사실상 

우리가 관람하고 특히 우리가 그래피티와 거리예술을 기록하는 흔한 방식의 

도 3. 침입자가 그린 그래피티+모자익, 2010, 파

리

도 4. 침입자가 그린 그래피티+모자익, 2010, 파

리

도 5. 침입자가 그린 그래피티+모자익, 2010, 파

리

도 6. <희망을 알아라(Know Hope)>, 2009, 비엔

나, 정면

도 7. <희망을 알아라>, 2009, 비엔나, 어디서 작

품을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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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습관에 반한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의 시각적 개입의 형태에 전념하

는 풍부한 서적과 앨범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서적에서 거리 이미지의 궁극

적 척도로 작동하는 사진 이미지를 본다. 사진은 거리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미술관 벽에 그림을 전시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당연시 하는 정면적인 방법으

로 틀에 넣는다. 이러한―개체 그리고 효율 지향적인―일반적인 방법으로 접

근할 때 그것의 다이내믹한 구조상 사진 이미지와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거리 

이미지의 독특한 존재론적인 상태를 불가피하게 모호하게 만든다. 거리 이미

지는 거리의 원근법주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진의 내용으로 환원할 수 없

다. 프레임이 없는 거리 이미지는 자신을 결코 완전한 개체로 주장하지 않는

다. 그것은 동일하거나 하나가 아닌 단순히 그 자체일 뿐이다. 거리 이미지라

는 것은 오히려 도시의 삶에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이다. 거리 이미지는 개

방된 이미지이다.13(도 8, 9)

 

IV. 회화적 그리고 프레임할 수 없는: 거리 개입의 두 가지 

방법

이 논문은 거리 이미지의 모습이 스크린에 의해 좌우되는 지배적인 정면 이

미지 형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독창적인 보여주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해

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거리 이미지의 내적 개방성은 우세한 회화적 기준을 

매우 빨리 수용하고 종종 그들의 작품을 전통적인 회화의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리예술가들 혹은 그래피어들에 의해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

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리 이미지를 두 개의 매우 다른 양식으로 구성된 시

각적 프레젠테이션 사이에 있는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생각해 보

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반면, 궁극적으로는 이미지를 정면성의 

지배에 복종시키는 회화적 요구에 대한 응답하기 위해 거리 이미지의 사용한

다. 반면 대조적으로 정면성의 헤게모니에 저항할 필요를 가져다주는 이미지

를 만들어내는 양식이 있다. 

1. 회화적 거리예술 

우리는 회화의 전통을 완전하게 흡수하고 내면화시킨 거리예술의 일반적인 

형태에 익숙하다. 제시의 회화적 방법의 궁극적 목적은 자율적인 회화적 세

계의 창출이다. 회화적 세계는 서로 연계되어 도와주고 그러므로 인해 동시

에 그들을 눈에 띄게 하는 기능을 하는 배경과 관련된 요소 혹은 개체들의 전

체로 구성된다. 그림의 요소는 언제나 별개가 아니다. 그것들은 항상 연결되

어 있거나 전체의 일부분이다. 시각적 전체로 나타나는 가능성은 구도와 통

도 9. 0센트(Zero Cents), <당신의 약을 사랑하

라(Love Your Pills)>, 2009, 텔아비브 

도 8. <달리는 인물(Running Figure)>, 2010, 파

리

13)  “Facing Images: After Levinas”에서 필자는 거리 

이미지에게 돌리는 개방성의 윤리적 차원을 설

명한다. 필자는 인간의 얼굴을 남의, 그리고 함

유할 수 없는 곳으로 간주하는 엠마누엘 레비나

스의 철학적인 해석에 의해 분명히 되는 관람객

과 마주하는 이미지의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 Hagi Kenaan, “Facing Images: After Levinas”, 

forthcoming in Angelaki: Journal of theoretical 

Humanities, Volume 16, Number 1(Routledge 

M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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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론의 문법과 명백하거나 암시적인 프레임의 결정적인 존재에 의해 통제된

다.(도 10, 11)

프레임은 그림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의 시각성의 조건이다. 

경계 결정의 형태로 프레임은 주어진 관점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그림의 회

화적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회화적 세계는 비록 진정

한 의미에서의 환상을 자아내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환영적인 방식을 가능

하게 한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그림이 관람자의 눈

을 유혹하고 잡는 방식에 있다. 게다가 그러한 작품들의 환영적 특징은 그림

을 지탱하는 물질들을 억누르고 상쇄시키려는 경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

리에서 그림의 출현은 보통 벽화의 경우에 확실히 볼 수 있는 벽의 소멸현상

을 수반하지만 그것은 회화적 의미에서 좀 덜 완전한 다른 다양한 것들로 보

여진다. 그림이나 텍스트가 그들이 나타나는 벽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여질 때 그것들은 우리가 동시에 그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거리

의 삶도 잊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프레임 할 수 없는 시각성을 감춘다. 

이때 우리는 흔히 정해진 프레임 안에 있는 시각적 내용으로 환원하는 이미

지의 전개와 가지는 정면성과 관계하고 있다. 

2. 프레임할 수 없는 거리 개입 

하지만 도시의 거리는 그 이상을 내놓는다. 첫째, 거리를 돌아다니면 회화적 

질서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뒷받침 하는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시각적 

프레젠테이션을 만나게 된다.(도 12) 이미지나 텍스트는 벽이 그 프레젠테이

션에 가담하게 하면서 ‘벽 위에’ 혹은 ‘벽 안에’서 보여진다. 뒷받침하는 도시

의 표면이 이미지의 구성에 참여할 때, 그것은 이미지의 도시적 시각성의 독

창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거리예술의 근원적인 도시의 표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명백하지만 이 명백함은 우리가 그것의 중

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미지의 기초적 표면의 시각성이 우

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미지의 흔적이 그것의 근원과 맺는 관계, 즉 그것의 

도 10. 클론, 2010, 텔아비브 도 11. 스웍(Swok), 2008, 그로닝겐

도 12. 클론, 2009, 텔아비브, 벽의 창문을 지시

하는 안쪽 부분은 회화성이 자신 너머로 개방되

는 방식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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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표면의 존재를 

수용할 때 그것은 (비)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미지는 완

전히 구성된 ‘개체’(예술품)가 아니지만 그렇게 존재 방식은 언제나 생성되

는 진행형이다. 또다시 말해, 근원적인 표면의 존재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가장 완벽한 회화의 구성 요소이기도 한―에로스의 형태―것으로 향하

는 불완전의 관점이다. 이러한 이미지에 있는 근원적인 표면의 시각적 존재

는 관람자와의 독특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물론 하나의 중립적인 ‘눈’

이 아닌 오히려 움직이는 신체의 중요 부위인 다이내믹한 살아 있는 한 쌍으

로의 눈의 점유에 저항하는 정면성의 상정에 도전하는 것이다.14 거리에서 우

리는 통사론이나 구성(최소한의 의미에서)이 부족한 이미지나 그림, 혹은 그

들의 시각적 정체성이 프레임의 경계 짓는 행위와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의미에서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미지의 예들을 볼 수 있다. 

프레임을 함께 생각할 때 거리 이미지는 시각적 의미의 기초로 작동하기 

위한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구조에 저항한다. 재현성은 그러한 구성

요소 원칙이 되지만 오직 한번만 의미가 같은 내용의 동일한 핵심으로 환원

된다. 내용은 그것의 함유성―프레임 안에 있는 상태―이 필수적인 재현성―

잠재성과 동시에 독창성의 소멸 둘 다를 의미하는 함유된 의미이다. 이런 이

유로 거리 이미지의 대안을 찾아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상적으로 

프레임할 수 있는 것의 이상에 의해 좌우되는 근본적인 조건을 거부하는 시

각성의 형태이다. 비-정면적 시각성은 제시되고 정해진 (제시된 것으로 정해

진) ‘어떤-것’의 일관된 구도로 수렴하지 않는 시각의 차원에서 자라나기 때

문에 프레임될 수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이것들은 동일한 개체가 아닌 이미

지들이고 특히 그들은 시각적 내용이 아니고―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 

도 15. 시니드, <쿠흐선 인물과 흉터(A Kufson 

figure and Scar)>, 2010, 텔아비브

도 13(왼쪽). 시니드(Sened), <추상적 개입

(Abstract Intervention)>, 2010, 텔아비브

도 14(오른쪽). 시니드, <스트리트 스카(A Street 

Scar)>, 2010, 텔아비브

14)  필자는 이론적인 언어가 쉽게 잊는 경향이 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해석인, 메를로퐁티의 구체적

인 비전의 해석과 연결되는 이 지점을 분명히 해

준 메이라브 알모그(Meirav Almog)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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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함유할 수 없는 이미지이다. 회화의 

프레임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의미의 체계,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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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러한 이미지들이 ‘거기’―거리나 벽 위―에 있는 방식은 새로운 탐험으

로의 초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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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art operates within an already given visual order: the visuality of the 

modern city in which the regimentation of the image has become fully 

adaptive to―what Fredric Jameson termed―the logic of late capitalism.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et art and the hegemonic forms of the image 

dictated by the “city’s rulers”? Does street art evoke an alternative kind of 

spectatorship? Can the unsolicited visual intervention in the life of the city 

open up an “optics” that resists the reifying patterns of the contemporary 

gaze? This paper follows Baudrillard’s pioneering analysis of graffiti, arguing 

that the visuality of a certain kind of street images carries an important 

potential of challenging the hegemonic manner in which the contemporary 

image has come to dominate the field of vision. 

Abstract

Street Optics

Hagi Kenaan(Tel Aviv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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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affiti and Hegemony 

Street art operates within an already given visual order: the visuality of the 

modern city in which the regimentation of the image has become fully 

adaptive to―what Fredric Jameson termed―the logic of late capitalism.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et art and the hegemonic forms of the 

image dictated by the “city’s rulers?” Does street art evoke an alternative kind 

of spectatorship? Can the unsolicited visual intervention in the life of the city 

open up an “optics” that resists the reifying patterns of the contemporary 

gaze? 

These questions are ask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last decades 

have brought about a radical transformation in our experience of sight. 

Within the current politico-economical-technological field of forces, the eye 

finds itself under constant manipulation which not only levels down and 

suppresses its sensitivity toward important dimensions of the visible, but, 

furthermore, erases any trace of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of defying the 

market forces governing the life of the eye. The eye is suffused with images; 

it is fully saturated, and yet driven by a chronic hunger whose demand from 

the visual is not meaning, but stimulation. In the age of the digital image and 

high speed communication the eye suffers from an addiction to stimulation 

and stimulation is intertwined today with the form of information.1 

A comprehensive anatomy of our contemporary urban visuality is clearly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But, there is, it seems to me, one important 

aspect of this condition that can be circumscribed and addressed here under 

the heading of “the closure” or “the reification of the image” which goes 

hand in hand with its essential reproducibility(its construction as essentially 

reproducible) and thus with the elimination of its singularity. The connection 

between reproduction and the disappearance of singularity is, as is well 

known, one of the central themes of Walter Benjamin’s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2 Concerned with the technologies 

of reproduction that photography and film brought about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 central problem, for Benjamin, was what he understood 

as the disappearance or decay of the artwork’s “aura” the “significance 

[of which] extends far beyond the realm of art.”3 “The destruction of the 

1)  At first sight, we may want to distinguish between 

two kinds of excitation: information-addiction and 

mere stimulation addiction. But, in considering 

concrete examples, e.g., comparing the 

experience of surfing the net (for information) and 

watching a music clip channel we see the complex 

intertwining of information and stimulation. 

2)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and Other Writings 

on Media, trans. by E. Jephcott, R. Livingstone and 

T. Levin(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 23.

3)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its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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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 he writes, “is the signature of a perception whose ‘sense for all that 

is the same in the world’ has so increased that, by means of reproduction, 

it extracts sameness even from what is unique.”4 The Benjaminian problem 

of a culture that forsakes the singularity of things is, in many ways, relevant 

today more than ever. And yet, since the condition of the visual―with its full 

internalization of the photographic image as a measure for the eye and with 

its complete reliance on extremely developed technologies of reproducibility

―has significantly changed since the 1930s, there are distinct features of our 

epoch that call for an analysis in their own terms. It is in this context that I 

propose to discuss the phenomenon of street art.

But, before saying more about today’s visual hegemony of the reproducible 

and the manner in which this hegemony is challenged by certain kinds 

of street art, I wish to point out my indebtedness to Jean Baudrillard’s 

pioneering treatment of graffiti in “Kool Killer or the Insurrection of Signs.” In 

“Kool Killer”, Baudrillard is not interested in the visual aspects of graffiti and 

yet what makes his analysis so pertinent for the current project is his vision of 

graffiti as a contestation of the system’s hegemonic codes of signification, as 

an attack on “contemporary semiocracy.”5 For Baudrillard, 

The city is no longer the politico industrial zone that it was in the 19th century. It is a 

zone of signs, the media and the code … Its truth, enclosure in the signform, lies all 

around us: it is the ghetto of television and advertising and, the ghetto of consumers 

and consumed, or readers read in advance, encoded decoders of every message, those 

circulating in and circulated by, the subway, leisure time entertainers and the entertained 

etc., every space-time of urban life is a ghetto, each of which is connected to every 

other.6 

According to Baudrillard, “the monopoly of this code, circulating 

throughout the urban fabric, is the genuine form of social relationships”,7 

“a social structure that imposes a proper name and a private individuality 

on everyone, shattering all solidarity in the name of an urban abstract and 

universal sociality.”8 In this context, Baudrillard was attracted to the New-

York graffiti scene of the early 1970s which he understood as an “insurrection 

and eruption in the urban landscape.” The uniqueness of this insurrection of 

signs lie, however, in the fact that graffiti ultimately signifies nothing.

SUPER BEE SPIX COLA 139 COOL GUY CRAZY CROSS 136 mean nothing, it is not 

even a proper name, but a symbolic matriculation number whose function is to derail the 

common system of designations. … with neither connotation or denotation , they escape 

the principle of signification and as empty signifiers erupt into the sphere of the full signs 

of the city, dissolving it on contact. 9

For Baudrillard, the power of graffiti does not stem from a proposal of any 

alternative order of signification. Such an alternative would be impossible 

since the monopoly of the code is total. Under such a hegemony no 

4) Ibid, p. 24.

5)  Jean Baudrillard, “Kool Killer or the Insurrection of 

Signs”, Symbolic Exchange and Death (London: 

Sage Publications, 1993), p. 78.

6) Ibid.

7) Ibid.

8) Ibid. p. 81.

9)  Jean Baudrillard, “Kool Killer or the Insurrection of 

Signs”,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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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ng sign system can ever pose a real threat. But, graffiti nevertheless 

does function in a subversive manner and it does so by injecting emptiness 

and void into the code. Graffiti hollows out the signform’s heart, “dismantling 

the network of codes, attacking coded differences by means of an uncodable 

absolute difference, over which the system will stumble and disintegrate.”10 

While disagreeing with the idea that the graffiti sign is an empty one (I would 

argue for the need to go beyond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the ‘full’ and 

“empty” sign), Baudrillard’s analysis is inspiring for the path I wish to take 

because it provides a point of view which not only releases graffiti from the 

standard implications of its marginality, but which also uncovers its unique 

potential as a radical modality of signification, one that should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 critical questioning of the signform’s hegemony. 

But, this is also the place for us to part with Baudrillard whose analysis of 

the workings of graffiti as a signifier, ultimately remains within a semiological 

framework that makes no room for the discussion of the unique visual 

dimension that graffiti opens up in and for the street. Concerned with graffiti 

qua signifier, Baudrillard has no interest in the visuality of graffiti, a dimension 

which, in my view, is crucial for the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a 

whole spectrum of urban interventions, from tagging to the making of more 

elaborate images and pictorial compositions that inhabit the street. 

2. The Reign of the Frontal: the Screen

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eye’s current life is that it has access to 

limitless visual information. The eye knows no bounds, knows nothing that 

it cannot posses. The eye captures and frames it all: police violence together 

with new products that have appeared on the supermarket shelf. Everything 

can, in principle, belong to it. The eye can zoom in on Mars’s surface, see 

Earth from a distance; it can travel between matter’s smallest particles, explore 

the depth of the seas or enter and peep into the human body, seeing its inner 

organs, i.e., those organs that are called “inner” perhaps because they were 

not made for the eye. In a certain sense, the eye has become all-observant

―we might even say totalistic or totalitarian―but this has taken place within 

the subjection of the eye to an inflation of flickering images that constantly 

effect it. While functioning as the absolute master of the visual, the eye 

has become, at the same time, the subject of the visual, a screen on which 

changing contents ceaselessly appear: commercials and news. As such, the 

eye finds itself ceaselessly moving upon intersecting continuums that lack 

any kind of organizing centre or hierarchy and which uphold―in changing 

levels of mixture and blending―the close and the distant, the colossal and 

the minuscule, the old and the new, the original and the reproduced, the 

real and the virtual. Furthermore, with the level of pixel resolution being 

constantly on the rise, we live today with images that are much sharper 10) Ibid.,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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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y ever were. But, living with images that are razor-sharp is not 

indicative of any kind of an intimacy or a depth that have become part of 

our relationship with images. On the contrary, this fact typically conceals 

the complete subjection of our eyes to norms of representation that typically 

make us forget the freedom of the eye, a freedom that goes together with 

the adventure of creativity and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One way of 

describing this condition is in terms of what I understand as the “screen 

effect.” 

Considering the manner in which images appear on the television screen, 

the computer screen or, alternatively, on the gigantic billboard, we notice 

that what the eye is acquainted with is only one fixed and uniform distance, 

a single form of relationship to what it sees. The eye is not unfamiliar, of 

course, with ways of moving toward or away from an image and its details. 

The option of zooming in and out has become integral to our relationship 

to screen images whose form of appearance is always already dependent 

on an in-built scale of sizing up and down. However, the effect typically 

brought about by changing the image’s scale of appearance―or by changing 

the viewer’s position/location in relation to the screen―is not more than an 

additional effect that ultimately leaves the uniformity of distance dictated by 

the screen unaltered. Viewing a screen, the eye finds itself in a homogeneous 

living space in which all points of view are essentially identical. The contents 

framed by the screen are ones that are made, wrapped and served in a 

manner that always already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the consumer; 

this frontality which the screen imposes on the space of viewing eliminates 

from it the plurality of ways in which images could unfold and be accessed 

and turns the viewer’s perspective, involvement, orientation into a secondary 

dimension of visual content which is there in a fully constituted manner. 

Indeed, everything is already there, framed and presented frontally, for 

everyone and no one in particular. As they appear on the screen, all contents 

have exactly the same structure: a flatness regulated, not so much by the 

screen’s physical characteristics, as by the manner in which it creates what 

Jean Baudrillard calls the “degree zero of meaning”, i.e., a signification 

whose inner form and internal logic is that of a commercial. Baudrillard, 

who in the 80s seems to have forsaken the revolutionary rhetoric of his 1970s 

“Kool Killer”―with its implied optimism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change

―writes: 

Today what we are experiencing is the absorption of all virtual modes of expression into 

that of advertising. All original cultural forms, all determined languages are absorbed in 

advertising because it has no depth. It is instantaneous and instantaneously forgotten. 

Triumph of superficial form, of the smallest common denominator of all signification, 

degree zero of meaning … the lowest form of energy of the sign. This unarticulated, 

instantaneous form, without a past, without a future, without the possibility of 

metamorphosis, has power over all the others. All current forms of activity tend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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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and most exhaust themselves therein. Not necessarily advertising itself, 

the kind that is produced as such―but the form of advertising, that of a simplified 

operational mode, vaguely seductive, vaguely consensual … [a form] in which all 

singular contents are annulled …11 

In imposing its homogeneous format, the screen levels the visual to 

the lowest possible common denominator. The screen is the visually-flat, 

the epitome of flat-visuality. It is the visual as packed into the frontal: an 

exemplary case of what happens to the visual when frontality becomes its 

rule, when the conformity to the demands of a given gaze becomes the 

organizing principle of its visual unfolding. As such, a screen’s visuality opens 

up on the basis of a uniform modality of appearance, a uniform directionality: 

what shows itself is visually always already fully determined and always 

already turned toward the consumer’s eye: fully constituted (as a visual 

content) and fully there for the eye, the visual becomes what it is and nothing 

but that which it is. It can thus bear no textures that would confuse the eye, 

no shaded, obscure or indeterminate areas, fractures, ruptures, fissures, tears; 

it can have no thresholds, edges, sides and of course, it lacks the presence of 

a back(side). The screen precludes the possibility of hiddeness/concealment, 

but this does not imply any sincerity or self-exposure. Hiddeness disappears 

because the screen’s frontality no longer upholds the distinction between 

different modes of visual presence, between the overtly apparent and the 

inconspicuous or between the manifest and the hidden. What shows itself on 

the screen is always on full display. It is a form of visuality that has forgotten 

its depth, its temporality, or the lurking presence of the invisible. The screen 

frames contents. It does so in a synthetic present which has no specific past 

to grow out of and no future to which to connect. 

Hence, in a metonymic manner, we may use the screen as an image of a 

visual space that has become flat and frontal (and yet, without suggesting that 

everything that appears on screens is necessarily flat). In a space of frontal 

visuality, visual content is all there is to it. Nothing more. It’s an either/or, 

a binary apparatus whose affect is total. The screen shows just everything. 

Everything could be seen on and in it, which means that the screen conceals 

not only the possibility of pointing and looking beyond it, but moreover the 

very temptation or fantasy to do so. The screen is that which appears in front 

of you, there, always there, framed for―and vis-à-vis―the eye: governing 

the eye by pre-emptively corresponding to its needs and, especially, to its 

need to govern the visual. The frontal is a visuality which is reduced to 

the measure of the eye, a synthetic visual phenomenon structured with no 

horizon, that is, severed from the horizontal dimension of human existence 

which finds its expression in the potential line connecting earth and sky. The 

frontal produces a visual structure that bars the eye from moving toward that 

which will always remain beyond the visible.12

11)  Baudrillard, “Absolute Advertising, Ground-Zero 

Advertising”, Simulacra and Simulation, p. 87

12)  I develop the ethical implications of what I term 

the “reign of the frontal” in Emmanuel Levinas: 

Ethics as an Optics(Tel Aviv, 2008). In this context, 

see also my critical discussion of the ethical 

constitution of the image in the philosophy of J.L. 

Nancy. Hagi Kenaan, “What Makes an Image 

Singular Plural: Questions to Jean-Luc Nancy”, 

Journal of Visual Culture, Vol. 9, 2010, pp. 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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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reen is no longer just one among a variety of visual options, but 

has a strong and global claim on us(the fact that our private and public 

environments are filled with screens only attests to how firm the grip 

of the screen on subjectivity has become). However, while the frontal 

homogenization of the domain of sense is indeed disturbing and we must 

identify and criticize its effects, it is, at the same time, just as important not to 

totalize these effects and thus internalize the absence of depth and singularity 

in the field of vision as a fait accompli.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captivating effects of the frontal 

which does not itself turn into yet another and perhaps more dire form of 

captivity(as might happen even with important critical positions, such as 

Baudrillard’s, when they are taken in dosages that are not precise enough). 

The hegemony of the screen has gradually established itself as fundamental 

to the appearance of meaning in the visual field. Nevertheless, this totalitarian 

structure is not as total as it presents itself to thought or to the imagination. 

And when looked at from a apposite perspective―one which is clearly 

not trivial to find-the concreteness of the frontal chips away its uniformity, 

betraying fractures, breaks and cracks, discontinuities and levels of disorder. 

The acquaintance with these concrete apertures―which often remain hidden 

precisely because they lie before our eyes―is a necessary condition for 

reopening the question of orientation vis-à-vis the visual. This is the place to 

look at the kind of images we encounter on the street. Can street art open 

for us the possibility of a non-frontal relationship to the visual? In what ways 

does street art make such an experience available for us? 

3. Street Images: beyond the Frontal Gaze  

One of the unique features of street images is that they are always already 

embedded in the matrix of the urban life-world. To put this simply, genuine 

street art belongs to the streets. Not only is the image seen on the street as 

an immanent part of the city and of urban life, but, the urban context―

“the street”―is constitutive of the visuality of that image. In other words, 

street art does not just happen to be in the street, but the fact that it is part 

of the street is essential to its constitution. A common way of addressing 

the intrinsic belongingness of street art to the street is by pointing to the fact 

that street art is “site-specific.” This way of putting things is not inaccurate, 

but it is, as a category, perhaps not specific enough as it blurs, for exampl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situatedness of street art and that of a 

gallery or a museum installation. Hence, whereas in a gallery or in a museum 

installation, the site itself is construed in a manner that depends on well 

determined and regulated conditions of sight, the street location can never 

uphold autonomous conditions of sight since it is always part of the larger 

circulation of the city. Another way to put this is to say that street art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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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treet and this specifically means that its addressees are the people 

of the street, those moving around in the city, in public transportation, cars, 

bicycles, and first of all those who actually walk the city.(fig. 1) Images made 

for the street appear with sunrise and, unless there’s a street light nearby, they 

turn to shadow at night. They show themselves, but with no prior notice, 

they may also disappear: suddenly, erased by an unhappy shop owner 

or by municipality workers painting a wall over for an election campaign.

(fig. 2) The horizons against which these images present themselves―and 

sometimes hide themselves―are the urban horizons of politics, ethnicity, 

economy, city planning, and more specifically of traffic, construction-work, 

renovations, commercials, demonstrations, good or bad weather, always 

corresponding to one’s ways of moving around the city, always dependent 

on the route you have chosen on a given day, on your specific rhythm and 

on the contingent paths chosen by the urban gaze.(fig. 3-5) 

But, what is entailed by the embeddedness of the image in the urban life-

world or by the fact that its visuality is always interwoven into a dynamics of 

viewing that emerge from the possibilities of movement on the urban grid? 

The viewing and unfolding of a street image is neither anchored in a given 

point of view nor does it require a static relationship between viewer and 

viewed. Belonging to the street, there is no clear “vantage point”, no ideal 

perspective, from which a street image can be said to be in full presence. 

Another way to put this is to say that the urban street image lacks (any 

essential) frame-structure.(fig. 6, 7) Thinking of street images as essentially 

frameless may seem counterintuitive and, in fact, opposed to our ordinary 

habits of viewing and, in particular, of our common ways of documenting 

graffiti and street art. As we consider, for example, the abundance of book 

and albums dedicated to these forms of visual interventions in the street, 

we see that in such publications, the photographic image typically functions 

as the ultimate measure of the street image. The photograph frames the 

street image and typically does so in a fully frontal manner that takes for 

granted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displaying a picture on a museum wall. 

Approaching street art in this common―object and economically oriented― 

way, one ineluctably blurs the unique ontological status of the street image 

which, in its dynamic constitution, is never isomorphic with the photographic 

image. The street image is never reducible to the content of a photograph, 

because it is made out of the perspectivalism of the street. Lacking a frame, 

the street image never asserts itself as a full object. It is never simply what it 

is, never self-identical or one with itself. The being of a street image is, rather, 

the ceaseless unfolding toward the life of the city. The street image is an 

open image.(fig. 8, 9)13

13)  In “Facing Images: After Levinas”, I articulate the 

ethical dimension of the openness that I ascribe 

here to the street image. I do so by explicating the 

significance of an image’s way of facing its viewer, 

a facing that, I argue, could be illuminated by an 

analogy to Emmanuel Levinas's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human face as a site of 

alterity and uncontainability. “Facing Images: 

After Levinas”, forthcoming in Angelaki: Journal 

of theoretical Humanities, Volume 16, Number 

1(Routledge M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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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Pictorial and the Unframable: Two Modes of 

Street Intervention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appearance of 

street images is couched in a unique mode of presentation, one that offers 

an alternative to the dominant frontal image-form dictated by the screen. 

However, the internal openness of the street image is not something that is 

always embraced by street artists or graffeurs who all too quickly embrace 

predominant pictorial standards and often tend to conceive of their work in 

a traditionally pictorial manner. In this context, I find it fruitful to look at and 

think of street images as located on a spectrum that lies in between―that 

is constituted by―two, very different, modalities of visual presentation. On 

the one hand, there is a predominant use of street images that, in trying to 

answer the demands of the pictorial, ultimately subjects the image to the rule 

of the frontal. In contradistinction,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there 

is a modality of image making that makes a point of the need to resist the 

hegemony of the frontal. 

(i) Pictorial Street Art

We are all acquainted with the common form of street art that fully 

assimilates and internalizes the tradition of the picture. The ultimate telos of 

a pictorial mode of presentation is the creation of an autonomous pictorial 

world. A pictorial world is comprised of a totality of elements or objects that 

relate to each other while supported by and thus relating, at the same time, 

to a background that functions as a condition of their conspicuousness. The 

elements of a picture are never discrete. They are always in-a relationship 

and part of a whole. The possibility of standing out as a visual whole is 

regulated by a grammar of composition, a syntax, and the determining 

presence of an explicit or implicit frame.(fig. 10, 11)

A frame is not just a contingent fact about paintings, but is, rather the 

condition of their visuality. As a form of delimitation, the frame enables the 

picture’s pictorial world to present itself to viewers on the condition that they 

occupy a given point of view. Seen from such a point of view, the pictorial 

world opens up in a manner that is essentially illusionistic, even if it does not 

create an illusion in the full sense of the word. What makes it illusionistic, 

rather, is the manner in which such pictures lure in and hold captive the 

viewer’s eye. Furthermore, the illusionistic character of such works typically 

finds its expression in a prevalent tendency to suppress, or cancel out, the 

picture’s supporting materiality. On the street, the appearance of the picture 

typically goes together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wall, a phenomenon 

that can clearly be seen in the case of murals, but that shows itself also in 

a variety of other, less complete, pictorial scenes. When a picture or a text 

address us in a manner that makes us forget the wall on which they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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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concomitantly make us forget their rootedness in the life of the street 

and consequently hide their unframable visuality. When this happens, we 

typically find ourselves in a frontal relationship to what we see, one that 

reduces the unfolding of the image into a set of visual contents present in 

given frame. 

(ii) Unframable Street Interventions

The city’s streets offer more than that, however. First, roaming the city, one 

is likely to encounter a whole range of visual presentations that interact with 

their supporting surfaces without imposing a pictorial order on them.(fig. 12) 

An image, or a text, can show themselves “on a wall” or “in a wall” while 

letting that wall take part in the presentation. When a supporting urban 

surface participates in the constitution of the image, it serves as a reminder of 

the uniqueness of this image’s urban visuality. The fact that we can often see 

the urban surface underlying street art is, in a certain sense, so obvious, but 

this obviousness can also bar us from recognizing its significance. What the 

visibility of the image’s grounding surface shows us is a trace of the image’s      

relationship to its origin: its conditions of inception. In this respect, when an 

image embraces the presence of its supporting surface, it appear with the 

(in)visible depth of its own becoming. In other words, this kind of image 

is never a fully constituted “object”(objet d’art) but a mode of being that is 

always in-processes, a coming into being. In other words, what reverberates 

in the presence of the underlying surface is a dimension of incompleteness, a 

moving toward―the form eros―that is constitutive also of the most complete 

pictures. 

The visual presence of the underlying surface in such images typically 

implies a unique relation to a viewer, one that challenges the presuppositions 

of the frontal as it resists the seizing of the eye which is, of course, not a 

single neutral “eye” but, rather, a pair of living dynamic eyes tha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moving body.14 On the street, we find such examples in 

the kind of images or pictures that lack synthax and composition (at least in 

the full sense of the word), images that are frame-free in the sense that their 

visual identity is not constituted by a relationship to the delimiting act of 

framing. 

In bracketing the frame, the street image challenges the very structure 

which allows reproducibility to function as the grounds of visual meaning. 

Reproducibility becomes such a constitutive principle, however, only 

once meaning is reduced to a given isomorphic core of self-same content. 

Content is contained meaning whose containability―its being in a frame―

means both: an essential reproducibility-potential and, at the same time, the 

loss of singularity. Hence, looking for an alternative in street images, what 

we’re concerned with is a form of visuality that refuses the fundamental 

condition dictated by the ideal of frameability. Non-frontal visuality is one 

14)  I thank Meirav Almog for making this point which 

ties back to Merleau-Ponty’s understanding 

of embodied vision, an important and crucial 

understanding which theoretical language so 

easily tends to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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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not be framed because it grows out of a dimension of the visual 

that never converges into the coherent structure of a “some-thing”, which 

can be packaged and given (given as packaged) to the eye. Another way to 

put this is to say, that these are image that are not at all self-identical objects 

and, in particular, they are not―and should not be understood as―visual 

content. While content is a contained form of meaning, these images are 

uncontainable in the sense, for example, that they cannot be captured by 

a photographic reproduction. In breaking away from the pictorial’s frame, 

these images become part of a different order of signification, an order of 

occurrences―visual events, movements, forces―that are an organic part of 

the city’s changing skin, the ceaseless transformation in the density of the 

urban texture.(fig. 13-15) The ways in which these images are “there”―in 

the street, on a wall―are an invitation for a new expl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