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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잊혀지고 변한다는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아날로그는 닳는다. 자연스럽게 풍화된 사진은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다.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꾸준히 사랑받아 향유된 아날로그의 가치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소중해지기 마련이다.
디지털은 방부제이다. 아무리 소비되어도 닳아 없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Ctrl+c, Ctrl+v'로 끊임없이 증식하여 디지털 세계 어딘가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기록은 '소중함', '추억' 등 아날로그가
가진 가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우리의 뇌가 진화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 '망각'이라는 현상의 긍정적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만약 디지털 이미지도 아날로그 사진처럼 풍화하여 기억속에서 서서히
지워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아날로그 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닳아 사진 속 피사체를 온전히
회상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이미지가 기록된 매체의 물리적 풍화와 이를
관찰하는 인지 과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디지털 사진은 0 과 1 로
부호화되어 물리적으로 풍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날로그 사진과 달리
매체에서 분리되어 얼마든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사진은 어떠한 고유의 방식으로 변조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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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풍화'를 인간의 망각 과정에 기반하여
재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낡은 종이, 고문서, 오래된 사진, 손상된 그림의 사례를
관찰하여 아날로그 이미지가 겪는 다양한 풍화 요소를 물리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도출, 재현할 것이다. 또한 노화, 치매, 건망증 등 인간이 사물을
관찰하고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망각의 병리적 증상을 고찰하고,
각 증상을 인지 과정에 기반하여 시각적으로 패턴화하여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디지털 풍화’를 제안하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영상매체에서 활용 가능한 서사적 효과는 물론, ‘풍화하는 디지털 이미지
아카이브’에 대한 이미지적 상상을 가능케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간이 기억을 잊는 시각적, 인지적 과정을 근거로
‘노인의 Vision’, ‘치매 환자의 Vision’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교통표지판’과 같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가치와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디지털 이미지, 풍화, 디지털 풍화, 망각, 시각, 인지
학 번 : 201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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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잊혀지고 변한다는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아날로그는 닳는다. 자연스럽게 풍화된 사진은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다.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꾸준히 사랑받아 향유된 아날로그의 가치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소중해지기 마련이다.
디지털은 방부제이다. 아무리 소비되어도 닳아 없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Ctrl+c, Ctrl+v'로 끊임없이 증식하여 디지털 세계 어딘가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기록은 '소중함', '추억' 등 아날로그가
가진 가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우리의 뇌가 진화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 '망각'이라는 현상의 긍정적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1.1. 연구의 배경: 잊혀질 권리

"당신이 인터넷에 남기는 모든 것은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터넷이 등장하고 대중화된지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며,
네트워크상에 축적된 디지털 자료는 쉽게 복제되어, 끊임없이 증식되고
있다. 이 중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나 지우고 싶은 과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글링 등의 방법에 의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워지지 않는 기록'의 문제는
우리의 뇌가 진화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 '망각'의 가치를 디지털 시대에
되살려 내기 위한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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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실행

방안은

'정보

만료일(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의 도입이다. 인간의 기억과 망각의
방식을 모방한 '정보 만료일'을 디지털 정보에 설정하여 디지털 시대의
'망각'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 이미지의 풍화'가 논의하는 가치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의 시대에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잊혀질 권리. 2011. 빅토어 M. 쇤베르거 지음

a) 디지털 장례식

디지털 장례식은 2011 년부터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 (www.lifeensu
red.com)'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행정망과 연계하여 고객의 사망 접수와
3

동시에 망자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 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록된
정보를 삭제해 주는 서비스이다.
현대인의 흔적은 숨진 뒤에도 사이버공간 어딘가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마치 유품을 태우듯 인터넷에 남은 개인정보를 지워 신변을 정리하는
'디지털 장례식'은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림 1-2]. 온라인 디지털 장례식 서비스

b). 휘발성 메신저 서비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망각이 지닌 가치를 내세우는
메신저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다. 스냅챗(Snapchat)으로 대표되는 '휘발성'
메신저는 수신된 메시지가 수 초 안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잊혀질 권리'와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슬링샷(Slingshot), 네이버 라인(Line)의 타이머챗 기능 등
다양한 휘발성 메신저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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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휘발성

메신저는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사진이나

텍스트가 마치 아날로그 정보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정보 만료일'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1-3] 휘발성 메신저 서비스

1.2. 연구의 목적

만약 디지털 이미지도 아날로그 사진처럼 풍화하여 기억속에서 서서히
지워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아날로그 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닳아 사진 속 피사체를 온전히
회상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이미지가 기록된 매체의 물리적 풍화와 이를
관찰하는 인지 과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디지털 사진은 0 과 1 로
부호화되어 물리적으로 풍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날로그 사진과 달리
매체에서 분리되어 얼마든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사진은 어떠한 고유의 방식으로 변조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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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하여 이해할 수 없다” 는 것은 매체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대한 쌍방향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날로그의 물리적 풍화와 인간의 망각 과정에 기반하여 디지털 이미지가
변조되는 '디지털 풍화'를 제시하고, 디지털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날로그 매체의 풍화 과정은 물론, 손상된 이미지로부터
대상에 대한 기억을 완벽하게 회상할 수 없는 인간의 기억장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잠자리가 그것의 눈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의 세상을 사람이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시각적 능력나 인지적 능력이 온전치 못한 타인의 시선을
완벽하게 공유하기 어렵다.
디지털 풍화를 연구하며 망각의 병리적 증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시선을 갖게
되는지 논의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시야’,
‘노인의 시야’ 또는 ‘건망증 환자의 시야’ 등 인지적 과정에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 건망증 환자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물을 그 병리적 증상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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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림 1-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풍화'를 인간의 망각 과정에 기반하여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낡은 아날로그 사진으로부터
대상을 떠올리기 어려운 과정을 '매체'와 '인지'로 구분하여, 매체가 가진
물질성의 변화와 이를 인지하는 시지각적 과정을 병렬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낡은 종이, 고문서, 오래된 사진, 손상된 그림의 사례를 관찰하여
아날로그 이미지가 겪는 다양한 풍화 요소를 물리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도출, 재현할 것이다. 또한 노화, 치매, 건망증 등 인간이 사물을 관찰하고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망각의 병리적 증상을 고찰하고, 각 증상을
인지 과정에 기반하여 시각적으로 패턴화하는 실험을 할 것이다.
이어서 사전에 살펴본 아날로그 이미지의 풍화 요소와 망각의 병리적
요소와 디지털 풍화 수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풍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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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디자인 패턴을 제시하여 '잊혀질 권리'를 되찾는 노력으로서 디지털
기록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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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으로 인화된 아날로그 사진은 종이에 현상되는 시점부터 매체와
하나가 된다. 현상된 이미지는 매체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으며,
온전히 복제될 수 없는 유일한 이미지가 된다.
반면 디지털 이미지는 언제든지 변형 가능한 데이터로서 탈공간성,
탈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는 피사체가 가진
시간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앞서 논의한 디지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정보 만료일(expiration date for information)'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점진적인 대안으로써 '디지털 풍화'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이미지가 가진 변조 가능성에 집중하여 '디지털
풍화'의 재현적 기반에 대해 관찰하고 그 표현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1.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는 비트(BIT : binary digit)로 구성되어 있다. 비트는 0 과
1 로 나타낼 수 있는, 크기도 색깔도 형태도 질량도 없는 논리적 표현이다.
디지털 데이터는 무수히 섞이고 나열된 비트의 묶음이며, 아날로그
이미지가 색상을 표현하는 화학적 도료에 의해 표현되는 것과 달리 디지털
이미지는 비트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아날로그 데이터는 '색인(indexical) 정보' 이다. 종이에 글자가 기록되는
순간, 매체는 정보 그 자체가 된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는 '수치(digit) 정보'로서 매체와 정보가 쉽게 분리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복제되거나 변형되어 원본과 사본을 구분할 수 없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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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 이미지 또한 매체와 분리되어 변형이
자유로둔 디지털 데이터이며, 이는 사진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기록과
존재에 대한 도상학적 담론을 떠오르게 한다.

2. 디지털 사진의 도상학

아날로그 사진은 역사적으로 가장 유능한 기록 매체로 자리해왔다. 롤랑
바르트가 이야기한 사진영상의 '존재론적 이중구조' -사진영상은 피사체가
"그때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낸다- 는 사진속 피사체가 과거에 그 모습대로 존재했다는 진실을
담보한다. 그리고 인류는 아날로그 사진을 통해 우리 자신, 타인 그리고
세계의 과거와 현재를 관찰하는 양식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사진은 아날로그 사진과 같이 피사체의 과거 모습을
보증하지 않는다. 디지털 사진은 디지털 데이터로서, 다양한 알고리듬을
통해 쉽게 변형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거역한다. 과거에 포착한 사진
속 피사체를 지금도 변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시간적이고 탈공간적이
되는 것이다.1

디지털 이미지의 변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주목해야 할 점은,
네트워크 기술과모바일 디바이스의 폭넓은 보급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1

Jonathan Crary, , <Techniques of the Observer>, 199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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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형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는 것이다.2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필터' 기능을 활용한 이미지 변조는
포토샵으로 대표되는 전문 이미지 수정 툴에 의한 변형보다 훨씬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한다. 인스타그램, 오타쿠카메라, 웹툰카메라 등 피사체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순식간에 변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수도 없이
많으며, 사용자들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과 변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이미지 변조는 누구나 수 초 안에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오늘날 소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상에
공유되는 이미지 중 필터에 의한 변조가 없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변조된 이미지는 다소 키치적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수많은
사용자가 자신의 관점을 담아 창작하고 변조한다는 점에서 피사체의
독특한 의미나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그림 2-1] 스마트폰 이미지 변조 어플리케이션: Instagram, 오타쿠카메라, 웹툰카메라

2

노창희,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과 변형에 관한 미학적 접근들,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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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이미지의 구성

3.1. 디지털 이미지의 구조

a) 픽셀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시지각적 기본 단위로서
하나의 이미지에 포함된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더 정밀하고 상세한 재현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해상도가 높다"라고 표현한다. 각 픽셀은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위한

일정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컬러

정보량"이라고 한다. 컬러 정보량은 그 픽셀의 비트 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비트 심도"라고도 하며, 또한 이는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컬러 심도"라고도 한다.

b) 영상 체계

영상 체계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의 컬러 정보량에 의해 이미지가
표현 가능한 색상의 집합이며, 이진(binary), 그레이, 컬러의 영상 체계가
있다. 이진 영상 체계는 이미지를 이루는 픽셀의 값이 0 과 1 로만
이루어진 영상이며 흑백 휴대폰의 텍스트 메시지나 지문 이미지를 재현할
때 사용된다. 그레이 영상 체계는 일반적인 흑백 사진을 나타내는 체계로
흑색과 백색 사이의 농담을 표현할 수 있다. 컬러 영상 체계는 RGB,
CMY, YCbCr 등의 체계를 포함하는데, 이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실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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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상도

해상도란 디지털 이미지가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물리적으로 표현된
이미지의 실제 크기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물리적 크기를 가진 다른 이미지에 비해 더 작은 픽셀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구현하였다는

것이며,

이미지를

더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3.2. 디지털 이미지의 표현 방식

a) 비트맵 이미지

비트맵은 "비트의 지도 map of bits"라는 뜻으로, 각 픽셀에 저장된 비트
정보의 집합이다. 대부분의 비트맵 이미지는 격자로 구성된 물리 공간에
반영되어 시각 이미지로 재현되며, 이는 디지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스크린 미디어의 표현 방식과 일치한다.
때문에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대부분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되며,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로 읽어들인 이미지 또한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로 저장된다. 또한 비트맵 이미지가 표현 가능한 정보량은 이미지의
해상도와 비례하는데, 따라서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 혹은 축소하면 그
물리적 섬세함의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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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벡터 이미지

벡터 이미지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수학 함수의 계산에 의해 표현된다.
점과 선, 면으로 파편화된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각각의 위치, 색상, 속성
등 정보와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수학적 정의에 의해 데이터로 기록되고,
때문에 벡터 이미지의 편집은 바로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을 수정하는 것이
된다. 벡터 이미지의 재현은 스크린 미디어의 해상도에 대응되지 않는
추상적 데이터의 표현형이므로, 확대 혹은 축소에 따라 표현 가능한
정보량이 달라지게 된다.

4. 디지털 이미지의 변조

디지털

이미지는

그

정보를

구성하는

형식적

단위로부터

변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지각적 대상에 대해 직접 변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디지털 이미지의 구조 중 픽셀이나 영상 체계, 또는 해상도
정보가 다른 수치로 치환되거나 삭제됨으로써 이미지 컨텐츠가 함축하는
시지각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디지털 이미지의 합성과 같이 수많은 픽셀이 조합하여
형성하는 의미 단위의 정보가 이미지상에 직접 삽입되거나 변형, 혹은
삭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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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형식 단위의 변조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형식적 단위에 대한 변조는 미시적인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아날로그

이미지가

표현하는

연속적인

색상이나 캔버스와 달리, 디지털 이미지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양자화하여 수치 데이터로 전락시키며, 따라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일률적인 변조를 겪을 수 있다.

컴퓨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은 이미지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적 색인과 관계 없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0 과 1 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생성, 치환하여 의미적 단위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론이다.
크게 영상 조작(Image Manipulation), 영상 분석(Image Analysis), 영상
인식(Sense

Analysis),

영상

통신(Image

Transmission)으로

분류되며,

Bluring, Sharpening 등 포토샵 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 조작"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이미지 변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a) 픽셀 변조

픽셀 변조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컬러 정보를 수치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컬러 정보량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색상을 표현하며, 따라서 변조된 픽셀의 조합을 통해 우리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색감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 흑백사진이나 왜곡된
사진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적, 형이상학적 아우라를 느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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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픽셀 변조는 동일한 영상 체계 내에서 일어날 수도, 영상 체계를 넘나들며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림 2-2]는 RGB 컬러 영상 체계의 [그림 2-3]이
가진 컬러 정보인 R, G, B 값을 역산한 것이며, 이는 시지각 관점에서
음영을 뒤엎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RGB 컬러 영상의 [그림 2-2]은 각 컬러 정보가 가진 수치를 일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양자화하여 [그림 2-4]와 같이 흑백 영상 체계로
변조될 수도 있다. 영상 체계가 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진 영상 체계에서 적은 정보량의 영상 체계로 변하며, 이에 따라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이터량이 적어지게 된다.

b). 영역 변조

단일 픽셀이 가진 수치 정보에 기반하여 컬러 정보를 수정하는 픽셀
변조와 달리, 영역 변조는 재현된 이미지상를 구성하는 수학적 영역 내
픽셀들이 가진 상호참조적인 관계 정보에 기반하여 컬러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는 픽셀 변조에 비해 훨씬 다양한 방식의 변조를 가능케하며,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정의되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필터와 같은
형식으로 구현된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 변조에 해당하는 블러(흐리게 하기) 효과는 이미지로
재현된 하나의 픽셀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픽셀들의 값을
뭉뚱그려

중심

픽셀의

컬러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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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Sharpening(또렷히 하기)은 중심 픽셀의 컬러 정보를 주변 픽셀들이 가진
컬러 정보로부터 차연산하여 증폭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5] 원본이미지와 Bluring 을 거친 이미지, Sharpening 을 거친 이미지

c) 기하학적 변조

픽셀이나 영역 변조가 픽셀의 정보량에 대한 수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면,
기하학적

변조는

픽셀의

재현적

위치에

대한

정보나

해상도의

왜곡으로부터 발생한다. Scale, Rotation, Translation 등의 변조 방법이
있으며, 기하학적 변조 또한 수학적 행렬에 의한 계산으로 온전히 정의 및
구현이 가능하다.

4.2. 의미 단위의 변조

a) 피사체 변조

의미적 영역의 변조는 이미지상에 재현되는 시각적 요소들에 대한 자의적
수정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합성" 은 이러한 의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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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아날로그 이미지에서
불가능한 피사체에 대한 존재적 개입을 가능케 한다.
의미적 영역의 변조는 편집자가 의도하는 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되며,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힘입어 하나의
아날로그적 원본에 대한 폭발적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영상 분석 및 인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 사람의 지각을
거쳐 변조될 수 있는 유형의 사례들이 영역 변조로부터 파생된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2-6] Adobe Photoshop 의 Context aware fill 을 이용한 피사체 변조

b) 매체 변조

의미 단위의 변조는 이미지가 기록하고 있는 피사체의 존재에 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지각적 이미지로서 구축된 매체의 형식을 변조할
수도 있다.
19

맥루언의 견해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미지가 재현된 미디어의 양태는
대상의 의미를 한정짓는 것과 동시에 이미지에 대한 지각을 확장시킨다.

[그림 2-7] 아날로그 미디어의 풍화를 재현한 이미지 변조

[그림 2-7]은 객체에 대한 의미적 개입 없이, 매체가 가진 형식적인
표현만을 변조한 이미지이다. "디지털 스크린상의 아날로그 사진" 이라는
존재적 모순은 이러한 매체 변조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우리는
피사체가 지녀온 시간선을 -그것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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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이미지 변조

1.1. <TYPE x CODE> 시리즈

<TYPE x CODE> 시리즈는 원본으로서의 디지털 이미지를 픽셀 또는
영역 차원에서 변조하여 새로운 표현 방법을 시도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각 시리즈는 원본 이미지의 색상 정보로부터 추출한 벡터를 토대로 임의의
직선을 그리는 것을 원리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본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좌표와 방향을 가진 벡터의 형태로 치환되고, 수백만 번에
걸쳐 반복되며 다시 그려지는 과정에서 원본 텍스트의 윤곽이 드러나며
색다른 미학적 효과를 연출한다.

[그림 3-1] TYPE x CODE 포스터, 2011

22

[그림 3-2] Divergence, Convergence, 2011

[그림 3-3] 훈민정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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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화 패턴 연구

2.1. 서울하늘, 1 년

<서울하늘, 1 년>은 시간의 흐름과 날씨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조적으로
패턴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과 망각의 정도를 표현할
디지털 풍화 패턴 또한 <서울하늘, 1 년>에서 다룬 패턴을 변수화하여
시각화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1981 년부터 2010 년도까지 서울 날씨의 평년값 데이터 중 강수량, 전운량,
평균기온, 강수량 그리고 풍속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추출하여 그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각 정보로 패턴화 하였으며, 일, 월을 가로축,
세로축으로 구성하여 365 일의 날씨 정보를 추상화된 정방형의 모듈로
표현하였다.

[그림 3-4] 서울하늘, 1 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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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oul on the Line

<Seoul on the Line>은 서울의 8 개 도심지하철의 각 역에서 관찰가능한
유동인구를 시각화하여 종로, 강남등과 같은 업무지구와 관악, 잠실과 같은
주거지구의 서로 다른 양태를 연역적으로 시각화한 작업이다. 수치 정보와
텍스트를 포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내비게이션 가능한
형태의 시각 기호로 치환되어 스크린상에 표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로부터 학습할 수 있었던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디지털
풍화 이미지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활용하였다.

[그림 3-5] Seoul on the Li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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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忘却)은 개인의 장기 기억에 보관된 지식을 잃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이나 강박으로 인해 기억을 떠올릴 수 없게 되는 현상이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실험을 통해 [그림 4-1]과 같은 망각곡선 가설을
밝혀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장기

기억의

잔존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

[그림 4-1]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망각곡선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기억이 강할 수록 더 오랜 시간 후에도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며, 반복된 학습으로 망각의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망각의 속도는 요소의 개수, 해당 요소의 어려운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생리학적 요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낡은 아날로그 사진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정보가
학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망각의 병리와 증상으로 인해 대상을 온전히
식별할 수 없는 시각적, 인지적 상황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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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각의 과정

'기억' 행위는 정보에 대한 <학습-보관-인출>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기억 과정을 '부호화', '저장', '회상'이라고 한다. 망각은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중 어느 하나의 실패 때문에 발생한다. 부호화가
부적절하거나, 저장된 정보가 왜곡되거나, 인출 과정의 실마리가 부족하여
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림 4-2] 망각의 시지각적/인지적 증상 발생 과정

망각은 치매, 노화 등의 병리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병리는
시각적, 인지적, 행동적 범주의 증상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킨다. 인지적
증상으로서 단기적 기억 상실, 건망증, 착각의 증상이 나타내며 심할 경우
장기적 기억상실이나 착각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시각적 증상으로서
노안, 녹내장, 시야 제한, 뿌연 시야, 색상 판별 능력의 감퇴현상 등이
나타난다.

망각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는 흔적쇠퇴설, 간섭설, 동기적 망각설,
응고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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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흔적쇠퇴설

기억이란 경험의 결과가 머릿속에 흔적으로 남은 것이며, 이러한 흔적이
쇠퇴하여 저장된 기억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마치 비석에 새겨진
문자가 점차 풍화하는 것과 같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망각이란 기억이 저장
과정이 완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저장된 기억의 마멸이라고 볼 수 있다.

b) 간섭설

망각이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학습되며

중첩되어

기존의

기억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이론이다. 올바르게

간섭을
부호화되어

일으키기

때문에

저장된

기억은

머릿속에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를 회상하는 단계에서 다른 기억과의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c) 동기적 망각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현실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나 경험들을
무의식 속에서 억압함으로써 망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동기적 망각설은
이와 같이 망각은 동기 또는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증적인
반응이며, 반대로 문제해결이나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할수록, 즉 잘
기억해내려 할 수록 실제로 망각이 느리게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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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응고설

응고설은 기억의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생리적, 심리적
휴식을 통해 이를 응고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망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즉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기억을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정량의 기억은 그에 걸맞는 휴식에 따라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다고 한다.

2. 인지적 증상

인지적 증상으로서의 기억 장애는 노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알콜성
치매, 뇌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전두엽의 질환이다.
기억 과정의 '저장'과 '회상' 단계에서 나타나며, 저장된 기억 자체가
손상되거나, 이를 인출하는 데 실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1. 건망증

건망증(Amnesia)은 가끔씩 기억을 잘 해내지 못하는 가벼운 기억상실
현상이다.
기억상실증

건망증
환자와

환자는
달리

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회복되어 다시 떠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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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기억을

잊는

뇌손상을
증상이

입은
갑자기

열쇠나 지갑 등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나 한참 후에 찾거나,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자세한 부분들은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현상 등이 이에 해당되며, 우울증이나 불안 신경증,
불면증, 폐경 후 증후군 등의 질환을 가진 중년 이후의 주부나 기억할
일과 걱정거리가 많은 중년기 현대인에게 자주 나타난다.
건망증은 기억 장애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으로서, 심할 경우
망상과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혼란기'를 거쳐 치매로 진행되어 출생지,
이름과 같은 단편적 기억만이 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2.2. 착각

착각(Illusion)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잘못

해석하여

오인지하는

현상이다. 시각은 물론 후각, 미각 등 감각기관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정상적인 경우나 병적인 상태에서 모두 관찰된다.
인간의 감각기관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입력된 정보에는 반드시 혼란이 될 만한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
시신경의 구조상 '맹점'이 존재하는 눈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착시'로 알려진 기하학적 착각은 사물의 공간적 배치 판단을 잘못하는
것으로 특히 단순한 도형의 크기, 간격, 길이, 각도, 방향 등을 처리하는
신경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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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각

환각(Hallucination)은 아무런 감각기관의 자극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어떠한 대상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증상이다. 착각과 달리 환각은 모두
병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며,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망상과 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로부터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환청(auditory hallucination)'이라고 하며, 환각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환청의 내용은 기분 좋은 내용도 있으나, 초기에는 피해를 주는
내용이나 환자를 비난하는 등의 것이 많다.
'환시(visual hallucination)'는 아무런 자극도 없는데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환시는 환청보다 빈도가 적으나 두번째로 자주 있는
환각이다.
이외에도 각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환취', '환미', '환촉'이 있으며, 특수한
환촉으로 사지가 절단된 후에도 해당 부분의 감각을 계속하여 느끼는
'판톰 현상'이 있다.

3. 시지각적 병리

앞서 관찰한 건망증, 착각, 환각은 노화와 치매가 공통적으로 발현하는
기억 장애의 증상이다. 노화와 치매는 이러한 기억장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시각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억의 부호화 과정에서
오류를 다시 발생시켜 인지적 증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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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화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체의 신체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이다.
인간의 감각기관 또한 노화하는데, 특히 시각, 청각, 평형감각의 노화는
지능이나 인지 능력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건망증, 착각, 환각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지적
증상이며, 본 단에서는 노화로 인한 시각적 증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노화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은 '노안(presbyopia)'이다. 노안은
노화로 인해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감소하는 약
40 세부터 시작된다. 조절력이란 눈의 초점을 바꿔 가며 다른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작용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줌인과 줌아웃 기능과
같다.
조절력이 좋아야 수정체를 두껍게 하여 눈 가까이에 있는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작은 대상의 영상을 망막에 맺을 수 있는 최소 거리는 8 세
때는 8cm 이고 20 세가 되면 10cm 이지만, 45 세에 이르면 20~25cm 까지
멀어지고 60 세에는 90cm 로 더 멀어진다. 노안은 원시와는 발생 원인이
다르지만 먼 것은 잘 보이고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인다는 점에서 원시와
증상이 비슷하다.

노화로 인해 앞이 아예 안 보이게 되기도 한다.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성되어 투명도가 떨어져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백내장'과.
망막신경이 망가지는 '황반변성'의 경우가 그 예이다.
노화로 인해 동공 크기가 줄어들면 눈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
어두침침한 곳에서 더욱 시력이 떨어진다. 또 빛에 대한 반응이 느려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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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할 때
적응 속도가 느려진다.
망막 주변부의 신경세포가 감소하면서 시야가 좁아져 주변부를 잘 보지
못하게 된다. 75 세의 노인은 시야가 젊었을 때의 2/3 로 줄어들고, 90 세가
되면 1/2 로 줄어든다. 즉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다.
독서와 같은 관찰 능력도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 시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눈 운동이 느려지고 중심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느려지는 것이다. 대략 젊었을 때의 1/3 정도가 된다.
색상의 판별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 동공이 줄어들고 빛의
전달량이 감소하며 광수용체나 시신경이 노화되는 것이 원인이다. 특히
청색이나 보라색과 같이 파장이 낮은 영역에서 색 판별 능력 저하가
현저하다. 그래서 검정, 갈색, 짙은 남색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지고, 파스텔
톤의 색깔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3

3.2. 치매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를 ‘정신 지체’라고 부르는 반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인지 기능이란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3

인간의 모든 감각, 2009,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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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을 가르키는 것으로 각 인지기능은 특정 뇌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4

치매로 인한 순수한 시각적 병리는 노화로 인한 시각적 병리 -시력 저하,
빛에 대한 반응력 저하, 좁아지는 시야, 색상 판별능력 감퇴- 를 포함한다.
이와 별개로, 치매가 야기하는 기억력 상실과 혼동은 치매 환자로 하여금
새롭고 특이한 시각을 갖게 하는데, 영국의 Alzheimer's Society 에 따르면
치매환자가 겪는 착각, 환각, 오인지는 아래와 같은 시각적 장애으로 인해
발생, 심화된다.

a) 시야에 있는 사물과의 거리를 인지하기 어려워진다.
b) 사물과 배경을 구분하는 데 색상의 대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c) 대상의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따라가는 능력이 저하된다.
d) 대상의 초점이 맞지 않아 두 개로 나뉘어져 보인다.
e) 시선의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진다.
f) 'Floater'라 불리는 작은 그림자가 시야에 떠다닌다.

4

치매 [dement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36

V. 디지털 풍화 시각화
1. 아날로그 이미지의 풍화 요소
1.1. 매체의 풍화 사례
1.2. 물질성 : Materiality
1.3. 촉각성 : Tangibility

2. 망각의 병리적 요소
2.1. 시각적 증상의 표현
2.2. 인지적 증상의 표현

3. 풍화 요소의 표현 및 검증

37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아날로그 매체의 풍화 요소와 망각의 병리적
요소를 시각화하고, 디지털 풍화 수준을 나타내는 데 각 요소들이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풍화/망각의 표현과 디지털 풍화 수준의 상관관계 도출하여 디지털
풍화 디자인 패턴을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디지털 풍화의 요소별 표현을 일련의 패턴으로 구조화하고, 최종
작품에서 시각화 모듈로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풍화 시각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디지털

풍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실제

패턴화하여 나타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1. 아날로그 이미지의 풍화 요소

1.1. 매체의 풍화 사례

아날로그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닳는다. 이는 매체가 빛, 공기,
습기 등의 자연요소에 의해 풍화되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 과정에서
매체에 기록된 컨텐츠도 함께 손실된다.
이 장에서는 아날로그 이미지의 물리적 풍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낡은
종이, 고문서, 오래된 사진, 손상된 그림의 사례를 수집, 관찰하였다. 또한
사례로부터 도출된 빛바램, 산화, 구겨짐 등 다양한 풍화 내용을 그 물리적
근거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디지털 풍화 패턴에서 활용 가능한
요소로 정리하였다.
38

a) 낡은 종이

[그림 5-1] 낡은 종이의 관찰 사례

낡은

종이에서는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풍화

요소가

관찰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에 바래거나, 공기에 의해 산화하는
자연적인 요소와 함께 사람이 종이를 파지하거나 보관하며 발생하는
사용의 흔적도 함께 관찰할 수 있다.

[표 5-1] 낡은 종이의 풍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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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문서

[그림 5-2] 고문서의 관찰 사례

'낡은 종이'의 풍화에서 관찰된 요소와 더불어, 이로 인해 매체에 기록된
컨텐츠가 손실되는 과정이 드러났다. 문서상에 기록된 언어를 근거로
동양과 서양에서 사용된 고문서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매체의 재질과 이를 보관하거나 파지하는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 고문서의 풍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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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오래된 사진

[그림 5-3] 오래된 사진의 관찰 사례

아날로그 사진의 생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매체인 필름과 인화지가 가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의
개입이나, 인화지가 화학적으로 빛에 민감하여 나타나는 노광이 대표적인
예이다.

[표 5-3] 오래된 사진의 풍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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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손상된 그림

[그림 5-4] 손상 및 복원 그림의 관찰 사례

캔버스의 매체적 특징과,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이 주로
관찰되었다. 또한 오일의 파편화 등 페인팅에 사용된 도료의 변성에 의한
요소가 나타났다.

[표 5-4] 손상된 그림의 풍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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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종류의 사례로부터 관찰된 풍화 요소는 외부 요인에 의해 매체가
물리적으로 변형되고, 이에 따라 내용도 함께 손상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매체 변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은 크게 빛바램, 산화, 바람과의
마찰 등 자연에 의한 변형과 접히거나 구겨지는 등 사람이 매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화 요소를 [Materiality : 자연에 의한 풍화]와
[Tangibility : 인간에 의한 풍화]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각 수집한 사례로부터 개별 풍화 요소가 관찰된 '빈도'와 해당 풍화
요소가 전체적인 이미지의 원본의 변형 미치고 있는 '시각적 영향력'을
함께 정리하여, 추후 아날로그 이미지의 풍화 요소를 디지털 이미지의
풍화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활용한다.

1.2. 물질성: Materiality

Materilaity 는 자연에 의해, 아날로그 매체가 존속해 온 시간에 비례하여
풍화된 속성이다. 빛의 광자에 의해 인화지의 빛이 바래거나,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종이가 산화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앞서 낡은 종이, 고문서, 오래된 사진, 손상된 그림의 사례로부터 관찰된
14 가지의 Materiality 요소 중 풍화의 발생 빈도와 시각적 영향력을
근거로 추출한 Materiality 요소는 [표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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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Materiality 의 표현 요소 선별

선별된 Materiality 의 요소는 일부 표현적으로 중복되는 요소를 제외하여
디지털 풍화에서 표현할 Materiality 의 세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공기와 접촉한 세월’이 길수록 매체가 더 오랫동안 산화하는 것과 같이,
각 표현 또한 표현의 수준을 선형적으로 적용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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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ateriality 의 세부 요소별 표현

표현된 세부 요소를 조합하여 나타낸 Materiality 의 세 가지 요소인 '빛과
공기’에 의한 디지털 풍화, ‘마찰’에 의한 디지털 풍화, ‘습기’에 의한
디지털 풍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때 “빛/공기의 디지털
풍화 = ( A×빛의 바램 ) + ( B×종이 산화 ) + ( C×대비 감소 )” 와 같이
각 세부 표현요소를 선형적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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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Materiality 의 요소별 표현

최종적으로 Materiality 의 디지털 풍화 표현은 위의 세 가지 요소인
‘빛/공기’, ‘마찰’, ‘습기’를 다시 한 번 조합하여 [그림 5-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7] Materiality 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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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촉각성: Tangibility

Tangibility 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매체가 손상된 속성이다.
매체를 손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 도구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침이나 땀에 의한 흔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매체 사례에서 관찰된 13 가지의 Tangibility 특성 중 발생 빈도와
시각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별한 요소는 [표 5-6]과 같다.

[표 5-6] Materiality 의 표현 요소 선별

이 요소들 또한 Materiality 에서 적용한 방법과 같이 풍화의 종류별,
수준별 시각화 결과는 [그림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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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Tangibility 의 세부 요소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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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합한 Tangibility 의 세 가지 요소인 ‘손’, ‘도구’, ‘침/땀/액체’의
디지털 풍화는 [그림 5-9]와 같이 나타낸다.

[그림 5-9] Tangibility 의 요소별 표현

최종적으로 Tangibility 의 디지털 풍화 표현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 번 조합하여 [그림 5-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10] Tangibility 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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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각의 병리적 요소

앞서 논의한 망각의 병리적 요소는 시각적 병리인 [노화], [치매]와 인지적
증상인 [건망증], [착각], [환각] 의 요소를 해당 증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미지적으로 맵핑하여 재현하였다.
예들들어

[착각]

증상은

대상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인출해내는 데 실패, 온전치 못한 기억을 떠올려 눈앞의 대상에 대한
파편화된 인지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본 이미지가 퍼즐과 같이
섞이거나 뒤집어지는 ‘Visual Shuffle’의 구조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2.1. 시각적 증상의 표현

망각의

시각적

증상을

발생시키는

병리는

노화와

치매이다.

앞서

문헌연구에서 밝힌 노화와 치매에 대한 시각적 증상은 [표 5-7]와 같이
해당 증상의 이미지적 변조로 맵핑할 수 있다.

[표 5-7] 노화의 시각화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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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의 여섯가지 증상 중, 먼저 노안은 피사체와의 초점거리가 맞지 않아
대상이 뿌옇게 보이는 시각적 특징에 기인하여 블러 효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백내장과 황반변성에 의해 시력을 잃어가는 것과 동공의
퇴화로 빛에 대한 인식력이 줄어드는 것은 관찰되는 이미지의 대비가
줄어들거나 바네팅 효과로 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구가 의 색
판별능력 저하로 색이 변조되어 보이는 현상은 몽타주 효과로 표현할 수
있다.

시각적 증상으로서 치매에 의한 디지털 이미지 변조는 다음과 같이 맵핑할
수 있다.

[표 5-8] 치매의 시각화 맵핑

치매의 시각적 증상에 대한 특징은 노화의 시각적 특징을 어느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노화로
인한 시각적 증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와
노화에

의한

시각적

요소를

[표

시각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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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과

같이

분리하여

수준별로

[그림 5-11] 망각의 시각적 증상에 요소별 표현

이러한 망각의 증상인 노안, 백내장, 동공축소, 신경세포 감소, 광수용체
쇠퇴가 야기하는 시각적 영향을 이미지적으로 나타내 것을 통해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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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를 재현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치매의 증상들을 이미지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치매 환자의 시야’를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그림 5-12] 노화의 Vision 재현

[그림 5-13] 치매의 Vision 재현

노인과 치매 환자의 시야를 통해 교통신호판을 인지하는 경우 [그림 512]과 [그림 5-1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보 습득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명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병리적 증상의
재현을 통해 노인, 치매 환자를 위한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근거를 제공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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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지적 증상의 표현

망각의 인지적 증상은 시각적 증상과 달리,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이 아닌
관찰한 사물을 부호화하거나 이를 나중에 기억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앞선 노화, 치매의 시각적 증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인지적 증상이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에 미치는 영항과 기억을
회상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표 5-9] 망각의 인지적 증상에 대한 표현요소 설정

인간의 기억 프로세스 중, 망각과 관련된 시지각 증상은 부호화와 저장
과정에서, 인지적 증상은 저장과 회상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 중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인지적 증상인 건망증, 착각, 환각은 각각 저장과 회상
단계에서 다른 성패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건망증은 Visual Perplex 로, 착각은 Visual Shuffle 로 그리고
화각은 Visual Overlap 의 컨셉으로 표현하였다.

54

a) 건망증 : Visual Perplex

건망증은 부호화되어 저장된 기억 자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이를 인출하는
단계에서

실패하여

발생한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이미지를

디바이스가 읽어들이는 단계에서 잘못된 주소값을 로드하거나, 정확한
데이터를 선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isual Perplex 는 이러한 정보 인출 과정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기억이
‘파편화’되어

인출되는

효과,

기억의

특정

부분이

인출되지

못하는

‘덩어리’효과, 기억이 희미하게 인출되는 ‘안개’효과, 기억에 잡음이 섞이는
‘노이즈’ 효과를 반영하였다.

[그림 5-14] 건망증의 세부 요소별 표현

건망증의 종합적 시각화는 위의 세 가지 세부 요소를 조합하여 [그림 51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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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건망증의 시각적 표현

b) 착각 : Visul Shuffle

착각은 건망증과 반대로 이미 저장된 기억에 변화가 생겨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이는 디지털 이미지의 원본이 변형되어서, 제대로 된 이미지를
불러들일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착각의 Visual Shuffle 은 이러한 원본에 대한 변형으로써 ‘뒤섞여 있는’
효과, ‘뒤집혀 있는’ 효과를 반영하였다.

[그림 5-16] 착각의 세부 요소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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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착각의 시각적 표현

c) 환각 : Visual Overlap

환각은 기억의 저장과 회상 두 단계에서 모두 실패하여 일어나는 증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대상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없는 다른 이미지가 중첩되는
현상이다. 환각의 Visual Overlap 은 기억 자체가 글리치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흐리게 나타나는 효과로 표현하였다.

[그림 5-18] 환각의 세부 요소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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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환각의 시각적 표현

전통적으로 건망증, 착각, 환각 등에 대한 시각화는 영화나 드리마와 같이
서사가 강조되는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망각의 인지적 표현으로써의 건망증, 착각, 환각에 대한
시각화는 기존의 소위 ‘이펙트’로 취급되는 변조와 달리 인간이 대상을
관찰하고 이를 인출해내는 구조적 과정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시각화 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요소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설정을 손쉽게 부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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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화 요소의 표현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풍화의 요소별 표현을 일련의 패턴으로 구조화하고,
최종 작품에서 시각화 모듈로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풍화 시각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디지털 풍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실제 패턴화하여 나타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20] 이클립스를 활용한 프로토타입 프로그래밍

디지털 풍화의 각 요소를 풍화 수준별로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기법은 풍화 요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나
인지 과정에서 특별하게 관찰 가능한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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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텍스쳐 기법

풍화를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된 텍스쳐를 원본 이미지에
다양한 수학적 공식에 근거하여 덮어씌우는 [텍스쳐] 기법은 긁힘, 손상
등과 같은 매체의 물리적 변성을 나타내는 데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물에
젖어 얼룩진 흰 종이 형태의 텍스쳐가 가진 색상 정보와 원본 이미지가
가진 색상 정보를 일정 수치에 비례하여 곱하면, 해당 수치 만큼 원본
이미지가 얼룩진 형태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림 5-21] 텍스쳐를 나타내는 데 활용한 코드의 일부

b) 필터 기법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개별 픽셀의 RGB 정보나 HSB 정보를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필터링하여 변조하는 [필터] 기법은 매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풍화한 현상 중, 특히 화학적 변성을 나타내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빛에 의해 매체의 색이 점점 바랜다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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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각 픽셀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대비값을 잃어가도록
표현하면 된다.

[그림 5-22] 필터를 구현하는 데 활용한 코드의 일부

c) 프로그래밍을 통한 개별 효과 표현

원본 이미지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 소스로 활용하여 글리치 현상,
모자이크 현상 등을 요소별로 각각의 이펙트를 구현한 [프로그래밍]
기법은 텍스쳐나 단순한 필터를 통해 표현해낼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망각으로 인한 착각을 나타내기 위해 원본
이미지의 퍼즐 효과를 나타내거나, 노화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유리알처럼 파편화되는 효과 등을 표현하는 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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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구현하는 코드의 일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래와 [그림 5-24]와 같은 디지털 풍화 시각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해당 프로토타입은 [그림 5-25]과
같이 아날로그 이미지의 다양한 풍화 및 망각의 다양한 시지각적 증상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각 풍화 수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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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디지털 풍화 시각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그림 5-25] 프로토타입 저작 툴에서 사용하는 요소별 풍화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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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작품 연구
1. 정보 구조
2. 디지털 풍화 패턴 디자인 제시
3. 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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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아날로그 이미지의 풍화 요소와 망각의 병리적
요소에 대한 시각화를 융합하여 패턴화 한다. 디지털 풍화의 수준이란
이러한 각 요소들의 적합한 조합에 의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풍화의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 6-1] 디지털 풍화의 표현 요소

1. 정보 구조

앞선 시각화 부분에서 표현한 Materiality, Tangibility, 시각적 증상,
인지적 증상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 필터’의 중복된
조합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컨텐츠로서의 디지털 데이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변조를 거치며 정보량이 손실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표현을
모듈화하고, 이를 인과적 순서에 알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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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디지털 풍화 표현 모듈

먼저 [그림 6-2]와 같이 총 네 종류로 구분한 Materiality, Tangibility,
시각적 증상, 인지적 증상별에 속한 총 28 개의 개별 요소들을 하나의
독립된 모듈로 개발하였다. 개별 모듈은 해당 시각화의 속성에 맞게
텍스쳐, 필터,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하였다.

복합적인 디지털 풍화를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모듈은 그림 [6-3]과 같이
실제 매체의 풍화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인지하는 순서로 적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조상 각 기법의 순서를 최대한 섞지 않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듈 배열의 구조를 통해 실제 아날로그 사진에 대해 인간이
망각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디지털 풍화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체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는 풍화의 맥락에 맞게 소실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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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디지털 풍화의 모듈의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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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풍화 패턴 디자인 제시

[그림 6-4]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1

69

[그림 6-5]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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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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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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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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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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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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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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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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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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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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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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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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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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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전시

디지털 풍화 패턴의 연구작품 전시는 디지털 풍화 이미지를 담은 아날로그
액자, 디지털 풍화의 타임랩스 영상이 나타나는 디지털 액자, 그리고 관객
참여형 디지털 풍화 어플리케이션의 세 파트로 구성하였다.
본 전시는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에서 2014 년 12 월 17 일부터
2014 년 12 월 24 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림 6-18] 디지털 이미지의 풍화 패턴에 관한 연구작품 전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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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날로그 액자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의 아날로그 액자는 디지털 풍화 패턴 이미지 중
일부를 액자 속에, 실제 아날로그 이미지가 디지털 풍화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전시에는 무료 스탁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MorgueFile
(www.morguefile.com),

Pixabay

(www.pixabay.com),

unsplash.com

(www.unsplash.com) 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사각형 액자의
공간을 사분할하여, 각각 이미지에 풍화의 Materilaity, Tangibility, 그리고
망각의 시각적 증상과 인지적 증상이 강조된 패턴을 적용하였다.

[그림 6-19] 디지털 풍화 패턴 전시에 활용한 풍화 패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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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디지털 풍화 패턴 전시에 활용한 풍화 패턴-2

[그림 6-21] 디지털 풍화 패턴 전시에 활용한 풍화 패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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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디지털 풍화 패턴 전시에 활용한 풍화 패턴-4

3.2. 디지털 액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고 풍화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모습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제작하여 나타내었다. 앞서 논의한 풍화의 Materiality 와
Tangibility, 그리고

망각의

시각적 증상과 인지적

증상이 차례대로

중첩되며 발현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정의하였다.

[그림 6-23] 디지털 풍화 타임랩스 영상에 적용된 시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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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가 풍화되는 모습을 20 초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자체제작한 세 대의 디지털
액자에서 재생하였다.

[그림 6-24] 세 개의 디지털 풍화 타임랩스 영상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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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디지털 액자를 활용한 타임랩스 영상 전시 사진

[그림 6-26] 디지털 액자에서 타입랩스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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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객 참여형 디지털 풍화 어플리케이션

본 전시에서는 디지털 풍화 이미지와 영상을 제시하여 디지털 풍화
패턴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관객이 실시간으로 풍화와
망각의 요소를 적용하여 실제로 디지털 풍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전시 공간을 찾은 관객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사진을 실시간으로 불러들여 해당 이미지에 디지털
풍화를 적용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디지털 풍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그림 6-27] 디지털 풍화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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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디지털

풍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먼저

관객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계정을 통해 원하는 사진을 불러들이거나, 전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직접 자신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불러들인 관객의 사진은 화면 상단의 네 가지 풍화 요소 Tangibility, Materiality, Visual, Cognitive-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디지털 풍화가 되며, 이렇게 생성된 풍화 이미지는 화면 우측
하단의 QR 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다.

[그림 6-28] 디지털 풍화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순서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풍화 요소를 제어하며
디지털 풍화를 발생시키는 경험과 함게 디지털 풍화되는 이미지의
다양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관객이 참여하여 생성한 풍화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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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전시장을 찾은 관객이 생성한 디지털 풍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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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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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속 가족사진이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듯이, 디지털 시대에서도
소중함과 추억이 녹아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아날로그를
닮은 디지털은 어쩌면 어린 시절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자란 우리들이
마음 속 어디에선가 가진 하나의 향수병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아날로그처럼

기록의

풍화하여

불멸성에

잊혀지는

대한

디지털

반성적

논의를

이미지’를

토대로

표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가 가져야 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안적 방법론으로써 ‘디지털 풍화’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풍화하여 이해할 수 없다” 는 것은 매체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대한 쌍방향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지털 풍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소비 구조를 '매체'와 '인지'로 이분화하여,
아날로그 이미지가 겪는 다양한 풍화 요소를 물리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재현하는
기억해내는

한

편,

노화,

과정에서

치매,

건망증

등

인간이

경험하는

망각의

병리적

사물을

증상을

인지

관찰하고
과정에

기반하여 시각적으로 패턴화하였다.

논문에 제시하는 작품은 이론적인 배경이나 적용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풍화’된 이미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인간의 복잡한 인지기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디지털 풍화’를 통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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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영상매체에서 활용 가능한 서사적 효과는 물론,
‘풍화하는 디지털 이미지 아카이브’에 대한 이미지적 상상을 가능케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간이 기억을 잊는 시각적, 인지적 과정을 근거로
‘노인의 Vision’, ‘치매 환자의 Vision’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교통표지판’과 같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가치와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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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eathering Pattern of the Digital Image
- Based on Visual Perception Representation of Oblivion -

Seheon Oh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 & Desig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or : Prof. Juhyun Eune

How can we express being forgotten and changed in digital world?

Analog wears off. A picture that naturally wore off contains long time with
it. Just like cassette tapes slacking after time, value of the long loved analog
can be recognized at first sight, and becomes even more valuable as time
goes by.
Digital is a preservative. It doesn’t wear off no matter how many times it is
consumed, and it can even grow endlessly through the act of copy and
paste and resides somewhere in digital world forever. Today, digital
recordings brings nostalgia for the values of analog recordings. At the same
time, it highlights the positive aspect of forgetting which our brain learned
through evolution.

If digital images weathers and fade slowly away from memories like analog
pictures, in what way can we expres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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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picture weathers as time passes, and makes it hard to fully recover
the original subject from the picture. It happens because of the mismatch
between physical weathering from the recorded medium and cognitive
process while observing this. However, digital images are encoded in 0’s
and 1’s, therefore does not wear off physically. However, we can imagine
digital images can be deformed in its own way, since unlike analog pictures,
encoded data can be easily detached from the medium and altered.

In this research, we start with the discussion of “rights to be forgotten” in
the digital world, and simulate “weathering” of digital recordings based on
process of how human forgets.

For this, we will observe old papers, books, pictures and deformed
paintings to extract and simulate “digital weathering” based on physical
similarities of

various weathering process. Moreover, pathological

symptoms experienced while in the process of remembering observed
objects by people with age, dementia, or amnesia will be studied. Pattern of
each symptom will be visualized and presented based on their cognitive
process.

This paper leads to introspect discussion about never-forgotten digital
recordings by proposing “Digital Weathering”. Also, the paper not only
enable us to visually imagine various usages of descriptive effects that can
be used in various visual communications such as movies or drama, but
also on the “Digital Weathering Imag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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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is process, we will indirectly experience things such as “Old
man’s Vision” or “Dementia’s Vision” based on visual and cognitive
process of how human forgets. These experiences will create values by
providing visual base for fields like inclusive design, in which it can use it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designing traffic signs for dementias.

Keywords : Digital Image, Weathering, Digital Weathering, Oblivion,
Visual, Cognitive
Student ID : 2011-21359
E-Mail : rainin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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