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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고전주의 미학에서 미덕은 작품에 각 요소들의 충실도

였다. 즉 고전주의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핍진성(verisimilitude)이 높은 작품이 훌

륭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카메라의 등장은 회화(绘画) 

등에서 상정했던 사물의 사실적 핍진(逼眞)에 대한 재현

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는 수용자의 상상력과 미지(未

知)에 대한 탐구는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후 디지털 영상의 등장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장

면을 스크린에 실현시켰다. 대상에 대한 핍진성이 다시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미지를 해석하는 수

용자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두 가지의 과정인 동화(同化)

와 순응(顺应)을 중심으로 디지털 영화에서의 ‘핍진성’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동화와 순응

  인간의 인지구조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화와 

순응의 과정이 요구된다. ‘동화’는 새로운 정보나 경험이 

기존의 개념에 적응되는 과정이며, ‘순응’은 새로운 개념

이 경험에 합쳐지는 것이다. 쿤(Deanna Kuhn)이 “동화

는 인지의 발전을 가져오며, 순응은 성장(양적 변화)을 

초래한다. 따라서 두 개의 과정은 지적 적용과 지적 구조

에 기여하다”[1}고 하였다. 쿤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미지

의 핍진성에 대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화의 경우, 행위자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을 감

성에 따라 회화적으로 표현한다. 회화에서 표현된 대상

은 구체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재현 

또는 표현을 위한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는 ‘동화’가 작동

하며, 관람자들은 끊임없이 회화가 진실에 가까울 것을 

요구했다. 

  이후 등장한 카메라는 현실에 대한 복제를 가능하게 

했다. 비록 “인간은 회화를 통해 진실의 세계에 접근을 

시도할 수 있지만, 카메라의 출현은 실제 사물을 사실적

으로 재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2] 이에 따라 19

세기 이후의 예술작품에서는 실물에 대한 정확한 복제가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즉, 의도에 따

라 기존의 스키마1)를 변화시키고 유도하는 ‘순응’ 과정이 

부각되는 된 것이다.

  그러나 “기계 복제에 의한 왜곡(distortion)와 입체

(stereotype)는 생명 본원(本源)과 생명 실체(시공간적 차

원과 시청각의 조합)의 본질에는 맞지 않았다.”[3] 때문에 

영상이 움직이는 이미지로 발전하는 데에는 무한한 가능

성이 있었다. 바쟁(André Bazin)이 제기한 ‘사진적 이미

지의 존재론(The Ontology of Photographic Image)’과 

같이, 이는 재현(복사)일 수 있고, 표현(영화예술의 창조

와 연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이미지, 즉 영상

은 회화작품과 사진에 비해 관객에게 시각적 쾌감을 더 

부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가 주도하는 패

러다임은 점차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

다. 이미지가 생산, 전파되는 과정이 일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각적 전환(pictorial turn)’이 된 것이다.

  갈수록 관객의 시각 요구는 높아지며, 무한한 상상력

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가고 있다. 기존의 영상은 관객의 

1) 분문에서 가리킨 스키마는 개인들의 오랜 경험에 의해 
축적된 체계화된 지식구조이자, 과거 경험에 의해 생성
된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의 기억 혹은 틀(Framework)로 
정의 된 것이다. 이는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인지
적 개념 또는 틀을 말하며 '도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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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지털 영화의 핍진성은 인지적 균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것은 이미지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인지의 과

정이다. 그러나 인지적인 균형을 중심으로 디지털 영화의 핍진성을 연구한 문헌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자는 인지적인 균

형과 디지털 영화의 핍진성이 디지털 영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영화에 대한 폭 넓은 연구

의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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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관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디지털 영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을 위한 ‘조절’로서의 순응이 부각

되는 것이다.

Ⅲ. ‘핍진성’의 복귀

  카메라의 기계적 복제는 실제 장면을 재현하지만, ‘기

계 복제’라는 속성은 미지(未知)에 대한 관객의 요구를 

제한했다. 때문에 디지털 영상이 실현한 불가능에 대한

성취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가온다.

▶▶ 그림 1. <트론, 1981>  

 <트론(Tron), 1981>은 CGI(Computer-generated Imagery)

를 사용한 최초의 실사 영화로서 라이팅, 사이클 시퀀스 

등에서 새로운 그래픽의 세계를 창조했다. 디지털 영상

은 “비물질적 이미지는 전통적 매체가 가지고 있던 표현

적 한계의 극복을 의미하며, 디지털 합성을 통한 영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4]

▶▶ 그림 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10> 합성 비교

  많은 디지털 영화는 실재하는 사물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다. 그러나 디지털 영화는 기존의 영화와 분명히 

차별화된다. 그림 2는 디지털 영화가 단순히 본다는 것

을 넘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영화는 일반적인 촬영 후, 불가능한 장면을 

제작하고, 합성(composite)하여 가상의 세계를 스크린에 

재현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이미지의 핍진성이 환상

의 무대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Ⅳ. 결론

  회화적 기술의 끊임없는 향상과 디지털 영화의 시도는 

사실적인 경험을 위한 인지적 스키마에 대한 ‘조절’을 시

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영화에서는 가상적 진실을 향

한 ‘핍진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의 변화에 따라 

이미지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지에

서의 ‘핍진성’에 대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핍진성’은 ‘균형’을 요구한다. 이때 ‘핍진성’에 대한 요구

는 인지적 변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에서 나

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

다. 즉 시각적 정보와 인지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것이

다. 이에 연구자는 동화와 순응을 바탕으로 디지털 영화

에서의 핍진성을 연구하여 디지털 영화에서의 인지적 균

형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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