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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현재 디지털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앞세운 디지털미디어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탈물질성’을 바탕으로 미디어에 기반하는 인간의 감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확장되어 있고, 그 영향력은 
모든 분야에 예외가 없다. 아날로그 사진의 출현 이후 미디어의 존재가 심각하게 회화의 정체성과 가치에 의문을 던
졌지만, 디지털 사진의 출현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 창조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화학적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거 아날로그 사진과는 다르게 디지털 사진의 실체는 0과 1로 대변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거
치게 된다. 이는 원본의 손실 없는, 오히려 후보정을 통해 원본을 뛰어넘는 복사본을 창조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본
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소멸시켜 버렸다. 이처럼 디지털 사진이미지는 아날로그 사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와 속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사진과는 차별되는 미학과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각의 확장 
역시 유래 없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디지털, 탈물질성, 로우, 감각, 미디어 

Abstract  Currently, we are living in the era of digital media that puts the technologies in front which is 
called digital.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de-materialistic', human senses have been extended more than ever 
and there is no exception on those influences. Even though the existence of media seriously brought the 
identity and value of the painting into a question after the emergence of analog photos, advent of digital 
photos are raising the wind of new paradigms and values creation more seriously than ever. Unlike analog 
photos of the past which go through chemical process, true nature of digital photo goes through the digital 
process which is represented by 0 and 1. This didn’t bring the loss of the original, but rather brought the 
creation of the copy which excels the original through retouching and consequently, destroyed the traditional 
value which is referred as an original. Like this, digital photo image has aesthetics and value of existence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analog photo because it has essentially different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with 
analog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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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류의 획기 인 진화 혹은, 발 은 언제나 새로운 미

디어의 출 과 궤를 같이 해왔다. 이 에는 존재하지 않

았던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

운 미디어가 등장 할 때마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정의

하던 규칙과 질서는 새롭게 재배열되고 수정되어진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사회, 산업, 문화 등을 아우르

던 개념과는  다른 지향 을 가지는 개념이 생겨나

고, 그에 따른 인간의 인식 변화도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인식 변화는 다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의 태동에 향을 미치는 무한한 반복의 형태를 역사를 

통해 보여 다. 이처럼 원시시 부터 인간은 본능 으로 

미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는 생존에 

한 불안감에서 시작한다. 상 으로 완벽하지 못한 

피지컬의 한계를 창이나 활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보완

하고 강화해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창이나 활처럼 사냥을 하거나 신변을 보호하기 해 만

들었던 미디어는 이후 문자, 인쇄술, 증기기  등의 교육

과 문화 그리고, 산업의 부흥을 가능  하는 미디어로 다

양하게 계승 발 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의 제한되었던 

감각은 격히 확장되어갔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거친 

야생에서 생존에 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

히 미디어에 한 본능은 남아있고 주지하다시피 지

까지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시 를 살고 있다. 0

과 1로 분 되어 재구성된 디지털 정보는 무게 없음과 형

상 없는 형식  특성을 내재하여 이를 ‘탈물질성

(Dematerialization)’1)이라 정의한다. 탈물질성은 정보의 

축 과 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종래의 미디어 형식이 할 

수 없었던 입력된 데이터의 완벽한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 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기

존의 미디어와는 이한 형태의 막강한 향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근본 으로 뒤흔

들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의 이해를 통해 우리의 감각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일련의 결과가 과거 구

미디어의 감각 확장방식과 비교 분석 시 어떤 차이를 가

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

1) 피에르 레비, 김동윤 역, 사이버 문화, 문화출판사, p. 84, 
2000.

성을 느끼고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폭 넓게 에게 사용되어지고, 향을 미치

고 있는 디지털카메라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의 범 를 

정한다. 본격 인 연구로 들어가기 에 본 연구와 련

된 다음과 같은 이론  배경을 짚어본다. 디지털카메라

의 특성을 악하기 해 우선 ‘보다’라는 인간 행 의 개

념을 연구한다. 특정한 상이 우리에게 달되는 과정을 

감각-지각-인지라는 단계로 악하여 카메라의 재  

메커니즘이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한 알아본다. 

그리고 미디어가 감각의 확장 도구로써 정의될 수 있음

을 맥루한의 미디어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속성을 

지닌 미디어의 향력에 해 살펴본다. 이상의 이론  

배경을 근거로 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

한다. 우선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와는 이한 속성을 

지닌 디지털 카메라가의 특성을 분석한다. 인간의 이

라는 감각의 확장을 담당했던 카메라가 아날로그 시 에

서 디지털 시 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디지털 미디어의 탈물질성이라는 

특성과 연계하여 디지털카메라의 의의를 정의하고자 한

다. 이러한 논 을 사진작업의 후보정 과정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인 색 용도에 연결하여, 디지털 

시 에 등장한 16bit Raw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연구한

다. 이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의 탈물질  특성이 우리의 

감각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수반할 것인지에 해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과 학문적 고찰 

2.1 감각과 행위로서의‘보다’

일반 으로 감각이란 외부의 물리  자극에 의해 의

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체학 인 면에서 , 코, 

귀, , 살갗 따 로 아픔, 차가움, 닿음 등을 아는 느낌

(sensation)을 말하며, 외부 는 내부의 자극에 의해 일

어나는 느낌, 사물을 느껴 받아들이는 힘, 감각기 에서 

출발하여 뇌에 이르는 구심신경의 작용과정을 뜻하여 

크게 고등감각과 하등감각으로 나 어진다. 한 의미론

에 있어 감각의 정의에 해서 심리학과 생리학에서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감각은 감수(感受)작용이라는 측

면으로부터 보면 생리학 인 것이나 경험이라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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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심리학  과정이며, 그 자체가 자립 인 의미를 

가진 지각내용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미각  과정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즉 생체학 인 면 보다는 마음이나 의식의 

상을 표 한 상으로 받아들여 하나의 의식 상으로 

해석된다. 심리학에서 감각이라는 것은 ‘생활자체의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즉시 그리고 직 으로 

유발되어지는 의식내용’을 뜻한다.2) 인식론자들은 이러

한 감각작용을 인간의 모든 인식과 념의 기본 질료이

자 출발 이라고 이야기하 고, 아리스토텔 스는 감각

을 시각, 청각, 각, 후각, 미각이라는 인간의 오감으로 

구분하 다. 인간은 외부에서 얻는 정보의 90%를 오감 

에서 시각을 통하여 수집하므로, 시각은 가장 요한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외부와 가장 빠르게 하는 부분

이자, 다른 감각에 비해 활동 역이나 발달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 시각은 수동 이면서 한편으로는 능동 인 

감각이다. 물체를 수동 으로 지각한 후 두뇌에서 이해

하면 신체나 언어를 통하여 능동 으로 표 된다. 심리

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이 사물을 인지하는 

기본 인 기 으로 색채지각과 깊이  거리의 지각을 

제시하고 있다. 색채지각을 통해 색상을 구분하여 상

 기 에 의해 단되는 깊이  거리 지각으로 사물의 

모양, 크기,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게 된다.3) 결국 시각은 

우리를 둘러싼 실재의 외양을 인지하게 해주는 가장 유

용한 감각이다.

이처럼 시각은 인간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요한 매

개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각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

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상을 받아들

이는 상징성을 변하고  이외의 다른 감각기 을 이

용하여 어떤 상을 수용할 때도 ‘보다’의 개념으로 상징

화 한다. 통상 인 ‘보다’의 행 에서 확장된 개념인 ‘수

용’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진보된 형태

의 발 을 이루어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실재로부

터 받아들인 데이터는 우리의 지각 속에서 새로운 의미

로 재구성된다. 상체로서의 데이터는 나와 연계되어 

‘자기화’되어 지고, 지 까지의 존재를 벗어나서 내 몸속

에서 체화(體化)되어 진다. 더 이상 외부의 데이터로서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데이터로 존재하게 

2) 아게마츠 유우지, 이두열 역, 건축공간의 미학, 현대건축사, 
p. 138, 2000.

3) 김정희, 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pp. 67-80, 2003.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보는 행 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

어 나가면서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확 하고자 노력해왔

고, 이 과정 에 끊임없이 강력한 미디어를 창출하여 

이라는 감각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 다. 그리고 의 

감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 할 때마다 

인간은 이 에는 볼 수 없었던 실재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 상들을 부지런히 자신의 일부로 체화하면서 오늘날

의 기술과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2.2 감각과 미디어의 관계

인간은 단 한순간의 딜 이도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과 변수 속에서 살아가며, 그로부터 끊임없이 공

되는 무한한 정보에 마주서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수없

이 많은 다양한 정보들 에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가

치 있는 정보만을 필터링하기 해 자신의 몸에 구성된 

감각들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몸은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동하는 가시 인 스펙터클을 수용하며, 세계에 삶을 

불어넣고, 내부로부터 자양분을 공 한다.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몸은 하나의 단일한 체계를 구성한다.4) 몸이 지

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각 등 5개의 감각을 균형

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안 하고 편리한 

삶의 연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상황, 혹은 자

연물을 통제하기도 하고, 경쟁 계의 상보다 상 으

로 우월한 치의 권력을 림으로써 불안한 자신의 생

존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생 인 한계

이 존재하는 몸의 감각에 한 불만족과 이를 확장 시

킬 수 있는 안에 한 욕구의 발 은 자연스러운 본능

이라 하겠다. 이를 달리 표 하자면 인류의 역사를 인간

의 기능과 역할을 확 하기 한 기술이나 미디어의 발

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감각을 확장하기 해서 

미디어를 창조해왔고, 그런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과 더

불어 작용하면서 상호 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커뮤니 이션 에서 감각이란 수신자가 정보를 받

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미디어 

기술의 발 으로 정보를 달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시공

간  제약이 없어지면서 인간 커뮤니 이션 능력이 향상

되었다. 미디어 학자들은 이러한 상을 미디어를 통한 

인간 감각의 확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커뮤니 이션은 

4) 리차드 M. 자너, 최경호 역, 신체의 현상학, 인간사랑, 
p. 20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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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미디어에 의

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미디어가 인간 감

각을 신한다고 생각하 고, 미디어 진화에 따라 인간

이 갖고 있는 감각  능력 한 확장된다고 보았다. 미디

어 이론가 맥루한이 견지한 몸의 확장으로서의 기술 개

발은 미디어와 우리 몸의 계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창

조 인 을 제공해 다. 모든 미디어는 우리 자신의 

확장이거나 우리의 일부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변환시

킨 것이며, 이는 우리 자신의 신체와 감각의 확장물이라

는 것이다. 이처럼 맥루한은 미디어 자체가 우리에게 얼

마나 큰 향을 미치는지에 해 으로 연구하 는

데, ‘미디어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내부에 있는 

특정부 를 자극하여 지각하게 한다. 그야말로 감각의 

확장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유형,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

는 방법을 변화 시킨다’5)라고 하 다. 맥루한의 ‘바퀴는 

발의 연장이고, 책은 의 확장이고, 옷은 피부의 연장이

고, 기스 치 회로는 추신경 체계의 확장이다’라는 

주장은 이를 변하는 좋은 시라 할 수 있다. 맥루한은 

한 미디어의 구조 인 특징과 이에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모든 미디어는 우리를 철 히 주무른다. 미디어

는 마사지와 같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미디어는 메시지

다”라는  다른 비유를 제시한다. 이러한 비유는 미디어

라는 매체와 그 안에 담기는 메시지 즉, 콘텐츠의 계에

서 일반 으로 사람들은 콘텐츠가 미디어보다 훨씬 우월

한 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한다고 믿는데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다. 미디어를 단순히 커뮤니 이션을 

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일종의 용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미디어는 미디어 자체 스스로 매우 향

력 있고, 많은 상황에 있어 콘텐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즉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에 따라 변화하

는 커뮤니 이션 매체인 미디어 자체가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나 인식변화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감각의 확장을 가

져오는 미디어를 생산해내고, 다시 이 미디어로부터 직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양하게 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마샬 맥루한, 김진홍 역, 미디어는 마사지다, 커뮤니케이션
북스, p. 26, 2001.

3. 본론

3.1 디지털 카메라의 탈물질성

인간은 이라는 신체를 응용하여 카메라라는 미디어

를 만들었고, 카메라를 통하여 우리의 시각이 가진 한계

를 보완한다. 사실 카메라가 생산해내는 이미지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것들로 우리의 ‘ ’을 통해 본 것들

이다. 그러나 카메라는 이를 더욱 목표 지향 으로 확장

시킨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만을 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선별하고 증폭하여 담

아내는 것이다. 이 게 인간은 실질 으로 보고 싶은 것

을 보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내  이미지를 미디어 테크

놀로지를 통하여 그려내고, 이를 주의 사람들과의 계

성 속에서 증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던 카메라는 디지털 시 로 

어들면서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와는  다른 

미디어  들을 제공한다. 아날로그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모두는 옵스큐라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맺

히게 한다는 공통 은 있지만, 화상이 맺히는 순간 이후

부터 이미지 체계는 완 히 달라지며 이미지 로세싱과 

그 최종 결과물의 양태에서는 확연한 차이 을 지니고 

있다. 아날로그 사진은 카메라의 즈를 통해 들어온 빛

에 의해 맺힌 이미지를 필름입자에 각인시킨 화학  구

성방식의 이미지이며, 최종 으로 인화된 사진으로 나타

나기까지 각 단계의 진행과정 간에 높은 형상  유사성

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디지털 사진은 부분의 단

계에서 물질 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는 형

상화 되어 있지 않은 0과 1의 수치 체계로 이루어진 자 

정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비가시 인 탈물질성으로 인

해 원본의 이미지와 최종 인 재  이미지간의 형상  

유사성은 단 되어 있으며, 아날로그 사진과는 커다란 

차이 을 지니게 된다. 0과 1이라는 이진법에 의해 재구

성되는 디지털 사진은 이미지 생성 이후에도 자유로운 

조작성과 변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구조를 가지게 

된다. 디지털 사진의 열린 구조로 인해 피사체를 촬 한 

사진가나 혹은  다른 작업자의 개입에 의해 메모리 카

드에 장되었던 재  상의 정보로부터 주 인 변형

과 왜곡이 가능성이 높고, 선형  시간의 괴 역시 실행 

가능한 범주에 들게 되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기반

으로 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출 으로 인해 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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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설명하던 시간과 공간은 흔들리기 시작하 고, 

그로 인해 디지털 카메라는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보여 

지던 감각의 확장과는 무나 이한 형태의 확장을 이

끌어 내기 시작한다.

탈물질성에 기반한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의 특성으로 

첫 번째, 아날로그 카메라 이미지와는 다르게 완 한 복

제가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 

이미지의 복제는 복제에 따른 손실이 수반될 수밖에 없

는 유사복제에 지나지 않지만, 디지털 이미지의 복제는 

형상의 복제가 아니라 디지털 수치의 복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다. 즉, 원본과의 식별이 불가능한, 

원본의 고유성을 무의미하게 하는 복제본 이미지의 창조

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제본은 정보데이터의 손

실 없이 무한히 복제 될 수 있다. 이제 복제된 디지털 카

메라 이미지는 원본의 존재성과는  별개의 자기 반

 이미지로 존재하게 된다.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의  다른 특성으로는 통  

아날로그 카메라 이미지와 달리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는 

합성·변조·왜곡 등의 조작과 변용이 가능하다는 이다.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갇 진 형상은 디지털 수치체계로 

탈물질화 됨으로써 조작과 변용의 자유로움을 획득한 것

이다. 탈물질화된 형상의 조작과 변용은 주로 컴퓨터상

에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등의 소 트웨어 사용을 통하

여 원본의 정보를 합성·변조·왜곡시키고, 원본 사진 이미

지와는  다른 제2의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실재의 부재를 반 하는 원본이 없는 

가상의 이미지이고,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는 결국 

상을 단순히 재 하던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 이미지의 

임을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탈물질성으

로 인해 상과의 형상  유사성이 단 되고, 개인의 주

개입에 의한 조작과 변용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열린 

구조를 지니기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주  개입에 의한 

조작과 변용으로 다시 창조된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는 

실재와는 단 되어 있는 원본 없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의 특성은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시

뮬라크르의 정의로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

는 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지칭하는 

시뮬라크르는 재 이나 모방(mimesis)과는 다르다. 재

과 모방은 실체의 존재를 가정하지만, 시뮬라크르는 이

러한 이분  사고방식을 거부하며 원본 없는 이미지로

서 그 자체가 실을 체한다.6)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는 재 의 상을 갖지 않으며 자기 지시  이미지이다. 

이러한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를 “어느 곳에 지시도 

테두리도 없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그 자체로 교환되어 

지는” 것이며 “재 과는 정반 ”인 반재 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깊이 없는 피상 인 존재, 의미 없는”, “독

립 인 것”이 된다.7) 

디지털 이미지가 재 계라는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

면서, 디지털 이미지를 논리  수학  언어의 가시화라

고 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이미지는 

통상의 의미에서의 이미지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일종

의 언어 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8) 

3.2 Raw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감각의 확장

물리 인 빛이 우리의 에 색채로서 지각되는 범

의 장한계 내에 있는 스펙트럼 가시 선이라고 부르는

데 우리의 으로는 380nm-80nm의 장을 볼 수 있다. 

한, 인간의 시각은 폭 넓은 동  범 (Dynamic Range)

을 갖는데, 어두운 별빛아래의 사물, 밝은 태양빛에 노출

된 사물. 심지어 한낮의 밝기의 1,000,000,000분의 1에 해

당하는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조명 환경(90dB의 동  범

)에 놓인 사물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장면의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휘도

비는 100,000:1 이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2개의 극단

인 비를 가진 밝기를 동시에 지각할 수는 없다. 이는 사

람의 이 서로 다른 수 의 조명 환경에 응하기 해

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동공의 변화 없이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동  범 는 30dB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기본 으로는 밝기에 응하는 폭넓은 동 범 를 

갖고 있지만, 인간의 시각은 그 넓은 동 범 를 한 번에 

담아내지 못하는 감각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 로세서 상에서 동  범 는 조비

라고도 하며, 한 상 내에서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

두운 부분의 비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받

아들이는 센서(CCD, CMOS)는 입력 값에 정확히 비례하

6) 김균, 정연교, 맥루언을 읽는다, 궁리, p. 131, 2006.
7) 고현철, 현대시와 ‘재현’의 문제, 한국언어문화. Vol. 33 

p. 124, 2007. 
8) 박정수, 디지털 영화의 미학, 문화과학사, pp. 38-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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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밝기 정보를 표 한다. 를 들어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섯 스톱(stop)의 동  범 를 촬 하면 총 4096 벨 

가운데 반을 가장 밝은 스톱에 할당하고, 나머지 반

(1024 벨)을 그 다음 스톱에,  나머지 반(512 벨)

을 그 다음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분배하여 가장 어두운 

스톱, 즉 가장 그늘진 곳은 겨우 64 벨만으로 표 하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각종 자장치는 매우 

제한된 동  범 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지각할 수 있

는 범 의 동  범 를 모두 재 해내기란 단히 어렵

다. 이는 부분의 자 재생 장치가 인간의 비선형(非線

型, Nonlinear) 방식의 지각 능력과 달리 선형(linear)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자 재생 장치에는 넓

은 동작 범 를 가진 본래의 이미지 데이터를 훨씬 좁은 

동작 범 의 장된 데이터와 맞추기 해 다양한 압축

(compression) 기법이 사용된다. 

여섯 스톱의 동  범 를 가진 검은색에서 흰색에 이

르는 장면을 인간의 시각을 통해 인지하게 되면 이미지

를 편집하는 작업 공간은 거의 부분 1.9 에서 2.2 사이

의 감마 인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센서의 처리 

결과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의 센

서에 의해 최  인지되는 장면은 인간의 으로 보는 장

면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를 보정하기 해 감

마 인코딩이라는 일련의 처리 과정을 거쳐 인간의 시각

에 익숙한 최종 이미지로 변환한 후 이를 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픽셀이 실제 장면과 유사한 밝기 값을 

가지는 이미지를 제작하기 해서는 카메라 내부에서 일

어나는 일련의 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되짚어 올라가서 

센서를 통해 인지된 최 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실제 장

면과 유사하게 연출하기 해 포스트 로세싱 과정이 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임무를 처리하기 

해 Raw라는 포맷이 등장하 고, Raw는 향후 HDR 이미

지 제작의 베이스가 되어 독특하고 다양한 시각  룩의 

구 이라던가, 3D 로그램의 조명으로 활용되어 포토 

리얼리스틱한 룩을 구 함에 추 인 역할을 담당한다.

Raw 이미지 일은 디지털 일 포맷  하나로 디지

털 카메라나 이미지 스캐 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최소한

으로 처리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Raw 일들은 

어 낱말의 뜻 그 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며 비트

맵 그래픽스 에디터를 가지고 사용하거나 인쇄용으로 사

용할 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된다. 화이트밸런스, 

라미터, 색공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촬상매체에 감

지된 빛의 세기에 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Table 1> Raw Format

Brand Raw Format

Fuji Film .raf 

Canon .crw .cr2 .cr3

Samsung .srw 

Kodak .tif .k25 .kdc .dcs .dcr .drf

Minolta .mrw 

Nikon .nef .nrw

Olympus .orf 

Adobe .dng 

Pentax .ptx .pef

Sony .arw .srf .sr2

Sigma .x3f 

Epson .erf

Panasonic .raw

Red .r3d

카메라 제조업체 부분은 Raw 포맷을 사용하고 있

지만, 표  Raw 포맷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어도

비 시스템즈의 디지털 네거티 (DNG) 포맷을 표 으로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다수의 카메라 회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Raw 포맷의 일은 업체나 

제조사에 따라 확장자가 다르다. Raw 포맷은 JPEG, 

TIFF와 같은 표  포맷과 견주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

문에 Raw 포맷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가 필요하다. 소

트웨어 개발자들은 최신 카메라의 Raw 포맷 지원을 

해 제품을 지속 으로 갱신해야 한다.

일반 인 이미지 포맷인 JPEG는 손실 압축 포맷이다. 

Raw 포맷은 압축되지 않거나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므로 

이미지는 언제나 원본 그 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Raw 포맷이 가진 우월성은 우선 12-14 bit 다이내믹 

이지(Dynamic Range)를 활용한 이미지의 용도 

(latitude, 寬容度)에서 찾을 수 있다. 용도란 정한 노

출의 상을 만들어내는 필름의 감  범 . 특정 선 조

건에서 촬 할 때 한 장면에 암부와 명부의 세부를 정확

하게 재 하는 능력의 폭을 말한다. 필름의 용도를 넘

어서는 암부는 노출 부족이 되고, 용도를 넘는 명부는 

노출 과다를 래하므로 용도 범 를 벗어나는 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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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촬 을 하면 이미지의 세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

한다. 따라서 용도가 높은 것이 촬 에 유리하며 미학

으로도 다양한 명암을 한 장면에 표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9) 일반 인 8bit 이미지의 경우 색상 후보정시 

기존의 계조나 화질이 쉽게 열화 된다. 이는 낮은 용도 

때문이다. 반면 Raw 포맷 같은 경우 칠흑 같은 밤의 이

미지라도 아주 약간의 빛의 정보가 남아있다면 이를 극

화 시켜 주  하에 촬 한 이미지 정도의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보정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높은 용도의 활용으로 들 수 있는데, 표 인 

시각  작업으로 야간 타임랩스 등의 조도 촬 이미지

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육안으로 별이나 은하수를 

배경으로 촬 하기 해서는 주변 이나 해가 거의 없

는 해발 700미터 이상의 고지 나 평원 등의 특정 지역

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조건이 성립이 된다

면 별을 제외한 일반 인 피사체는 이미지에서는 명확히 

나타날 수 가 없게 된다. 그러나 Raw 촬  후 라이트 룸 

등의 후보정 작업을 통해서 암부에서조차 원하는 만큼의 

량을 담은 사진을 에 띄는 열화 없이 가공해낼 수 있

다. 이 게 후보정 된 이미지는 조도로 인해 촬  장

에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찰할 수 없었던 새로

운 시각  경험이기도 하다. 

[Fig. 1] Low Light Original Image

Raw 포맷을 이용한  다른 감각의 확장 사례로 최근 

유행하는 HDR 톤 매핑 이미지를 들 수 있다. 톤 매핑이

란 실제 장면이나 그 동안의 사진 이미지에서 나타나던 

실 인 명암의 비와 디테일의 한계를 뛰어넘어 명부

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1&docId=348823&
mobile&categoryId=341

와 암부 등의 특정 다이내믹 이지를 극 로 확장하여 

정보를 표 하는 기술이다. 조  더 부연을 하자면 톤 매

핑은 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색상(Color)이 아닌 특정 

톤(Tonal)을 선택하고, 그 선택 역 안에 같은 이미지이

지만, 노출 정보만 다른 이미지를 체하는 작업으로, 시

스 개념이 아닌 스틸의 범주 안에서 구성되는 일종의 

합성작업이다. 

[Fig. 2] Low Light Color Grading Image

이러한 톤 매핑 작업을 하기 해서는 HDR 이미지가 

필요하다. 동일 피사체를 노출 값이 다른 Raw 라켓 이

미지 5-7장으로 촬  한 후, 한 장의 이미지로 구성하면 

우리는 32bit HDR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32bit라는 

컬러 뎁스에서 보듯이 HDR 이미지는 8bit 비 뛰어난 

용도를 보여주었던 Raw 이미지보다도 훨씬 폭 넓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 한 다이내믹 인

지의 HDR 이미지에서 이미지 부 별로 노출 값을 변경

시켜 상 으로 좁은 dr의 이미지를 의도 으로 넓은 dr

의 이미지로 표 하는 것이다. 보통 HDR 이미지는 20 

stop의 다이내믹 인지를 갖게 된다. 5장에서 7장의 

Raw 이미지를 촬 하여 하나로 합친 HDR 이미지 안에

는 기존 5장에서 7장의 Raw 이미지 노출 정보가 모두 담

겨 있다. 그러므로 어두운 톤을 선택하고 그 역에 한해

서만 한 스탑 밝게 힌 이미지의 정보를 호출하여 체

하는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게 후보정된 이미지는 명부나 암부에 묻 있던 

세 한 데이터를 시각 으로 정확히 표 함으로써 기존

의 이미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 인 이미지로 재

구성된다. 명암 비가 심한 경우 동시에 모든 다이내믹 

인지를 감지해내지 못했던 인간 시각 메커니즘의 한계

를 넘어선 새로운 감각의 확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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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rmal Image10)

[Fig. 4] HDR Tone Mapping Image11)

4. 결론

인간은 생존 가능성을 확 하기 해 모든 감각의 확

장을 본능 으로 추구하 고, 미디어를 통해 이를 이루

어 왔다. 특히 시각의 확장은 필요한 부분의 데이터를 

을 통해 받아들인다는 물리  사실이나, ‘보다’라는 행

가 결국 ‘하고자 한다’는 인간 의지의 발 이라는 심리

학  측면에서 특히나 요했다. 디지털 미디어 시 에

서 다양한 미디어들이 시각의 확장을 도모했는데, 그 결

과물은 우리가 기 했던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보다’의 행

를 공유하는 디지털카메라의 특성을 분석하 다. Raw 

포맷의 활용을 로 들어 탈물질화된 디지털 미디어 데

이터가 합성, 변조, 왜곡 등의 조작과 변용을 통하여 원본

성이 해체된 시뮬라크르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례를 살

펴보았다. 한, 인간의 시각으로는 한 번에 담을 수 없었

던 다이내믹 인지를 하나의 이미지에 담아낼 수 있게 

하는 Raw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조도 이미지의 확장

성과 톤 매핑 등의 새로운 시각  경험을 리고 있다. 

10) https://vimeo.com/19107357
11) https://vimeo.com/19107357

디지털의 탈물질화 속성에 기반한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는 디지털 미디어를 빌어 인간의 감각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확장성은 유사 이래 인간이 

구 한 어떤 미디어보다도 강력하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감각의 확장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단순히 효율성, 편의성의 한계를 넘어서 새

로운 환경과 가치의 도래를 강력히 고하고 있는 시

에서 재는 물론 앞으로 두될 미디어와 감각의 상

계는 지속 인 연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

면의 한계로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에서 보이는 Raw 데

이터 포맷에 포커스를 맞추어 감각의 확장에 따른 새로

운 시각  경험만을 주요 논제로 다루었다. 그러므로 폭 

넓은 사례를 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HDR 

이미지를 활용한 IBL (Image Based Lighting) 기법 등 

인간 감각 확장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

이 가지는 한계를 보 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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