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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발터 벤야민(영어)은 그의 작품인『기술복제시대의 예

술작품』에서 영화를 인쇄기술이나 사진촬영기술과 같은 

기술복제에 의한 예술작품으로 묘사하였다. 

  벤야민의 관점과 같이 영화는 복제의 예술이다. 실제

로 영화는 기술복제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로서 우리의 

시야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영화, 특히 디지털 영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의 예술작품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벤야민의 개념을 바탕으로 디지털 영화에 대한 미

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아우라(Aura)의 소멸

  21세기의 영화 제작은 보다 정교해졌지만, 상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는 전통

예술과 현대예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우라’라

는 미학적 용어를 창조하였다. 

  예술작품의 흉내일 수 없는 ‘분위기’를 의미하는 아우

라는 예술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 예술은 종교의식과 원

초적 자연의 힘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되었다. 자연에 대

한 숭배가 신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고, 나아가 예술적 표

현을 통해 아우라가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예술작품에

서는 일종의 신성함이 깃들여 있으며, 유일무이한 역사

적인 존재가 된다. 

  예술작품에서의 아우라는 현존성과 진정성으로 설명된

다. 현존성은 역사적인 것으로서 복제할 수 없는 유일함

이며, 진정성은 작품 속에 존재하는 근원적 본질이다. 

  그러나 기술복제는 아우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

통적인 아우라는 흔들리고 유일무이성도 대체되고 있다. 

예술은 이제 신성하지 않으며, 상업과 유행의 첨병이 되

었다.  

Ⅲ. 기술 복제의 영화작품

  기술로 복제한 다양한 예술작품 중에서 영화는 작품의 

가치를 변화시켰다. 벤야민이 분류한 예술작품의 가치인 

제의가치와 전시가치는 영화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는 

친숙한 매체로 다가와 있으며, 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

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제 가치는 작품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속에 있는 것

이다. 작품이 심미적 가치에서 해방되었지만, 관객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영화를 대하는 관객의 태도는 집중이 아닌, 즐거

움이다. 아우라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다. 일상 속에서 즐

거운 심미로 대두되는 영화는 특히 디지털의 적용으로 

미학적 개념은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벤야민의 개념을 영화, 디지털 영화로 

확장하여 작품성, 아우라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

다.

기술 복제의 응용과 영화 작품
- 발터 벤야민의 개념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Technology Replication and Film Works

- Focused on the Concept of Walter Benja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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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발터 벤야민은 그의 저서인 ‘기계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영화를 인쇄술, 사진술과 같은 기계복제의 예술품으로 묘사하였다. 분

명 영화는 복제에 기반을 둔 예술이다. 나아가 21세기에는 컴퓨터 기술이 향상과 함께 컴퓨터그래픽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

졌다. 이러한 경향은 영화를 제7의 예술로 추동하는 ‘놀랄 만한’ 효과와 그 영향을 약화시켰다. 바로 벤야민이 기계복제로 인해 

우려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술의 향성은 부정적 우려와 함께 영화제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연구자는 기계복제에서 나아가 디지털까지 확장된 영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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