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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단편 애니메이션 “Le Mot”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제

작 과정을 단편 애니메이션의 4가지 중점 표현을 중심으로 서술한

논문이다.

위의 4가지 중점 표현이라 함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한

총 7편의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가 애니메

이션 제작 시 가장 염두에 두는 주된 표현법을 공간 표현/움직임

표현/이미지 표현/서사 표현의 4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표

현법이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작품 제작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해당 작품과

기성 감독들의 예시 작품을 토대로 설명한다. 또한 본 논문에는

선행 연구된 7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작업

당시 환경, 그리고 제작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한편 경제적 가치 창출이 주요 목적인 TV시리즈물이나 대규모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해당 장르를

대표하는 가운데, 20분 내의 짧은 러닝타임의 단편 애니메이션은

보다 실험적이고 다양한 주제와 기법을 다루는 독창적인 예술 장

르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상 장르들 사이에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해당 장르를 대중과 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핸드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작가로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본 논문에 짧게나

마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8번째 단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인 “Le Mot” 의 기획 의

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앞서 논했던 4가지 애니메이션 중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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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바탕으로 작품의 제작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최종에

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편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는 것을 끝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주요어 : 단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상디자인, 단편 영화

학 번 : 2016-2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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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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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경

1990년대 유년기를 보낸 이들이 그 시절에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적 콘

텐츠는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다. 음악, 영상, 출판물, 공연 등 어느 것

도 원하는 때 바로 찾아 소비할 수 있는 지금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화

적 산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직접 발로 뛰는 각

고의 노력이 필요하던 때였다. 당연히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지

금보다는 귀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훨씬 애틋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방과 후 어린 소녀가 어렵잖게 손에 쥘 수 있었던 콘텐츠가 바로

TV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이었다. 흔히 만화영화로 불리던 영상물들

은 아이들의 최고 유희거리이자 소일거리였다. 그렇게 오후 4시~6시.

TV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광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다.

평일 오후에는 일본에서 제작된 변신 로봇물 이나 변신 소녀물들이 빼

곡하게 시간을 메웠다. 일요일 아침에는 디즈니 만화동산이 졸린 아이들

의 눈을 절로 뜨이게 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짧게나마 한국 만화 영화 시장도 황금기

를 가질 수 있었던 때이기도 했다.

<그림1> 90년대~2000년대 초반, 추억의 한국 만화영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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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화면을 채우고, 멋진 캐릭터들이 등장해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수호자로 변신한다. TV속에 묘사된 세상은 더없이 멋

지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달콤하다. 그 당시 '저런 만화

영화를 직접 만들고 싶다'까지 생각이 이르기에는 머리가 너무 작았기

에, 고작 할 수 있었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저 인물이 되어 볼

수는 없을까' 정도에 머물렀다.

1979년에 일본에서 제작되어 1999년 KBS를 통해 방영했던 <빨간 머리

앤>의 시청은 콘텐츠를 대하는 일차원적 태도를 뛰어넘어, 영상 제작에

대한 생각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림2> 빨간 머리 앤, 1979

아름다운 캐나다 자연 풍광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유려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이 단순한 유희 거리가 아닌, 미적 아름다움을 전달

할 수 있다는 매개체로써 인식하는데 기여했다. 시골에서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앤의 모습에서, 당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던 본

인의 모습과 동일시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후, 해당 작품은 원작 소설을

발전시켜 제작한 것을 알게 된다. 그를 통해 콘텐츠라는 것이 유일한 매

체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선보일 수 있다는 점과, 애

니메이션은 글을 통한 이야기와 그림이라는 표현 기법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 예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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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 과정

2005년 계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에 입학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기술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2000년대 초, 애니메이션

분야를 문화 산업 중 하나로 부흥시키겠다는 사회적 붐으로 전국 각지에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늘어나던 추세였다. 국내외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젊은 교육자들이 대학 교육의 중심축을 맡아 해당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현대에는 전문대와 예술

대의 사회적 기능과 젊은 층의 취업난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졸

업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다. 다

시 그 당시로 돌아가, 내가 몸담았던 학과는 작가주의 관점을 지닌 감독

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지향점이었다. 덕분에 대학 입학 후, 일본 애니

메이션과 미국 애니메이션으로 대두되던 산업 애니메이션 이외에, 유럽

과 캐나다 그리고 제 3국에서 제작된 작가주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특히 여러 예술 영상을 제작하도록 장려하는 캐나다

NFBC1) 에 소속된 작가들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본

인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계기가 된다. 이전에는 시도

되지 않은 새로운 작업 기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제작된 실험적인 애

니메이션들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기법의 선 사례로써

평가되고 있다.

1)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FBC,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는 1939년 캐나다의 문

화적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자는 국가전략으로 설립된 영상위원회다. 존 그리어슨의 주

창으로 설립된 NFBC는 이후 1941년 전설적인 실험 애니메이터 노만 맥라랜에 의해 애

니메이션스튜디오를 산하에 설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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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안개 속의 고슴도치(1975), Yuri Norstein

<그림4> 구슬 게임(1977), Ishu Patel

작품을 감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매력적인 경험이 되었지만, 그것이 활

용 용도와는 별개로 작가의 주체적인 고민과 의도로써 기획되고 제작되

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다. 스스로 결과 지향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켰을 때, 결과가 아닌 과정의 중요성을 첫 줄에 앞세우는 문화

적 코드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자본과 정부 사상의 영향

권을 벗어난 작품을 독립 애니메이션(Independent animation)으로 일컫

는다는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향후 본인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 데 결정적 요소로 기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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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저변의 확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 육성을 진행하면서, 해당 교육을 받은

1세대(대략 1990~2000년에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이들)의 졸업 작품이 세

계 유수의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하나 둘 좋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다. 이후 세대였던 나를 비롯한 동년배 학생들은 그들의 첫 행보를 눈

앞에서 목격하게 된다. 영상물이 일반적인 TV 전파를 통한 유통뿐만 아

니라, 영화제와 같은 대외 행사를 통해서도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음을 알

게 된 것이다.

<그림5> 아빠하고 나하고(1999), 김은수 외 6인

1999년 계원예대 졸업생 7인이 공동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아빠하

고 나하고>는,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2) 경쟁 부문에 선정되는 것

은 물론, 한국의 대표 영화제 중 하나인 대종상 영화제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상 부문(단편 애니메이션)을 개설하여 수상하기까지 이른다.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작품을

2) 프랑스 앙시 영화제/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영화제/캐나다 오타와 영화제/일본 히로시마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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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작업적 욕

심을 품게 된다.

2007년 12월, 대학교 학생 작품으로 첫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2분

길이의 짧은 영상으로, 갑작스럽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감정

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이었다. 편집 기술이 능숙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화면 연출 없이 한 장면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완결되는 단조로운 구성

의 작품이었다.

<그림6> 감정_그 날카로움(2007), 백미영

영상 작업을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이것이 생애 첫 완주였다 말할 수

있다. 짧은 구간이지만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인

지한 채 결승점에 통과했던 순간이었다. 나는 이 영상을 완료한 직후, 짐

을 챙겨 프랑스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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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작품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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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래(2008~2009)

<그림7> 고래(2009)

1) 배경

나는 2008년 프랑스 앙굴렘3) 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학교 EMCA4) 에

입학한다. 그 해 40명의 신입생 중 중 외국인은 나 하나였다. 프랑스어를

배운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시작된 초반 학교생활은 언어로 인한 스트

레스가 극에 달했다. 그렇게 언어를 뛰어넘는 무언가로 정체성을 전달해

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이 상황을 작업에 자연스럽게 투영하게 된다. 이

시기는 아직 배운 것을 어떻게, 왜 표현할지 정확하게 스스로 규명 짓지

3) ANGOULEME.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한 인구 43,000명의 작은 도시. 매년 1월말에 개

최되는 앙굴렘 세계 만화 축제는 도시의 대표 행사 중 하나다.
4) EMCA(école des métiers du cinéma d’animation). 프랑스 앙굴렘에 위치한 애니메이

션 예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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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오직 이 상황을 작업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프로젝트

를 진행하게 된다. 어쩌면 이때의 작업이 이후의 작업들에 비해 훨씬 생

생하고 날 것의 느낌이 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2) 제작

한국을 떠나기 지전부터 내 머리와 손끝을 맴돌던 이미지가 하나 있었

다. 이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가 본 작업의 시작이

었다.

<그림8> “고래” 첫 발상 이미지

‘밤’과 ‘꿈’을 주제로 한 이 첫 이미지를 시작으로 이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어갔다. 서사 구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이

미지를 영상화 하면 아름다울까를 염두에 두고 구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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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고래”제작을 위해 그렸던 여러 그림과 메모1

<그림10> “고래”제작을 위해 그렸던 여러 그림과 메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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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기본 기획 과정은 뛰어넘고, 곧바로 필요한 이미지를 그려

애니메이팅(동작 표현) 원화와 동화를 순서대로 만들어 나갔다. 경험과

연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구도는 매우 단순하게 설정했다. 작화지5) 와

연필로 한 장 한 장 원동화를 그리며 하루의 쌓인 스트레스를 그곳에 덜

어냈다. 서툰 편집 기술 때문에 현란한 카메라 연출은 쓰지 못했지만, 정

지된 화면 내에 다양한 움직임을 가미하는 것으로 화면을 채워나갔다.

섬세한 동작 표현을 위해 화면에 삽입될 소재들의 외형은 단순해졌다.

<그림11> “고래” 영상에 등장하는 소재들

5) 애니메이션 제작에 쓰이는 전용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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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2008년 10월에 시작해, 이듬해 9월에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 해 11월,

프랑스 E-magiciens6)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고, ‘젊은 작가

상’(Prix Jeune Talent)을 수상하게 된다. 이후, 학교의 배려 덕분에 학기

도중에도 프랑스 내에서 열리는 몇몇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

해 보다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4) 과제

<고래>작업은 현실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도피처로 여겼던 부분이

컸다. 그러나 영화제와 같은 대외 행사에 참여해 많은 관객들 앞에서 내

가 만든 영상이 상영되는 순간을 목도하며,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영상

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이

야기를 하고 싶은가,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고려하면서 작업해

야 한다는 것은, 작가로써 세상에 발을 내딛는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작

업자라는 틀을 스스로 단단하게 조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6) E-magiciens(1993~2010). 프랑스 Valenciennes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

대상의 영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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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늪; 꽃을 사랑한 어느 새 이야기(2011)

<그림12> 늪; 꽃을 사랑한 어느 새 이야기(2011)

1) 배경

작업 <고래>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제작 사례들을 보며, 단편 애니메이션은 편당 적어도 1여년의 제작 기간

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제작 기간이며, 이러한 긴 제작 기간을 거쳐야

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편향된 믿음이 있었다.

2011년, 당시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때문에, 학교로부터 작가 Tim을

소개받는다. 그는 2D, 3D, 스톱모션 등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애니메이

션 작업이 가능한 동시에, 음악 작업도 탁월하게 해내는 작가였다. 그가

일주일간 작업했다는 단편 애니메이션 한편을 소개받은 뒤, 내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이 어쩌면 큰 오해일지도 모르겠다는 의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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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Medieval(2010), Timothee Lemoine

<그림14> Je vais à Disneyland(2011), Antoine Blan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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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의 단편 애니메이션 <Medieval>은,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만, 재기 발랄한 이야기와 탄탄하게 구현된 애니메이팅 기술이 더해진

좋은 애니메이션이었다. 큰 쇳덩이를 바늘로 깎는 심정으로 작업해야만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내 생각이 이 이후로 조금씩 바뀌게 된

다.

한편 EMCA 수업 중 일부로, 일주일이라는 짧은 워크숍 기간 동안 제

작된 동기 Antoine 의 Je vais à Disneyland(I go to Disneyland)는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기억된 작품 중 하

나로 손꼽힌다. 작품은 가정 폭력이 일상이 된 8살 소년이, 디즈니랜드에

간다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결국 일가족 자살 현장으로 가게 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선과 어둡고 혼

잡스러운 화면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

니메이션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 Annecy 영화제에서 학생 단편 경쟁

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작가의 메시지와 이야기의 방향이 분명할 때, 그것을 전달하는 주요 매

개체인 이미지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배울 수 있었

다.

2) 제작

2011년 여름, ‘꽃을 새로 착각해 사랑에 빠진 어느 어리석은 새의 이야

기' 라는 단순한 서사를 가진 <늪; 꽃을 사랑한 어느 새 이야기>의 제

작을 시작했다. 일주일이라는 제작 기간을 미리 상정해놓고 단시간에 효

율적이면서도 극적인 연출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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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늪" 배경 아트워크와 묘사된 캐릭터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담백한 배경 표현과, 외곽 라인만

돋보이게 디자인된 캐릭터가 이러한 연출 방향에 힘을 실었다. 대신 캐



18

릭터의 움직임을 보다 사실감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기존에 설정한 단순

한 아트워크 작업이 다만 작품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님을

피력하려 했다. 해당 작품은 기존에 상정한 일주일에서 3일을 더한 열흘

만에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다.

3) 결과

본 작품은 제작 그 자체에 의의를 두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2011년 프

랑스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제 Festival national du film d'animation7) ,

한국 Indie-Anifest8) 에 초청되는 등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를 가지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한편 이 영화로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눈

물을 쏟았다는 관객을 만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작가의 기획 의도와

는 무관하게, 관객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 작품을 여러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로 작가의 의도를 영상에 강하

게 강조하기 보다는, 그를 바라보는 관객의 다양한 감정을 건드릴 수 있

는 작품을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7) AFCA(association française du cinéma d'animation) 주최 하에 1983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도시 Rennes에서 열리는 대표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제.
8)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주최 하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국내 유일 독

립 애니메이션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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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너무 소중했던, 당신(2010~2013)

<그림16> 너무 소중했던, 당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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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너무 소중했던, 당신>은 기획-제작-후반 작업에 이르는 애니메이션의

보편적인 작업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첫 작업이자, 기-승-전-결의

명확한 스토리라인을 가진 작품 제작을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2009년

한국의 한 영화제에서 <고래>를 상영했을 당시, 내용이 너무 난해하다

평을 들은 후, 보다 많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당시

대중적 작업과 작가주의 작업 사이에서 명확한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너무 소중했던, 당신>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화법

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보고, 나에게 더 적합한 작업 스타일이 무엇인지

가늠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2) 제작

서사가 뚜렷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야기의 소재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기획의 우선순위로 두었다.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

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자신들만의 지하 세계, 즉 죽음의 세계

로 건너가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유언)를 들려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내용이 결정된 후, 이야기를 관객에게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방

향을 궁리하게 된다.

당시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낸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토토로>처럼 작품성과 상업성 모두 인정받은 작품들을 감명

깊게 본 후, 극 안으로 관객을 몰입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캐릭터의 필요

성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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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너무 소중했던, 당신” 캐릭터 초기 설정

달을 소재로 만든 지하 세계가 등장하는 본 프로젝트에서, 한국 관객들

에게는 친숙하지만 외국 관객들에게 생소한 소재 중 하나인 ‘달에 사는

토끼’와 동자가 주 캐릭터로 등장한다.

한편 영상 언어 자체로만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고집이 있었다. 이야

기 전달에 있어 글과 대사 없이 오로지 캐릭터의 움직임과 화면 연출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 등장 캐릭터와 소품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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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너무 소중했던, 당신” 속 쥐의 움직임

캐릭터와 소품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묘사하기 위해, 평소 움직이는 사물과 동물을 주의 깊게 관

찰하고, 또 관련 영상 자료를 자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적인 작품 연구를

통한 연습이 개성 있고 생명력 넘치는 표현력을 익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23

본 작품은 이전에 비해 컬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작업이기도 했다. 작

품의 배경이 크게 토끼와 동자가 사는 지하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상

의 두 세계로 나뉘어져 있다. 두 공간을 시각적으로 더 뚜렷하게 구분하

기 위해서, 지하 세계는 채도가 낮은 한색으로, 지상 세계는 따뜻한 느낌

의 난색으로 표현했다.

<그림19> ‘지하 세계’의 표현 <그림20> ‘지상 세계’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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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가 레지던스: La maison des auteurs

<너무 소중했던, 당신>은 2년 6개월이라는 긴 제작 기간을 거쳐 만들

어진 작품이다. EMCA에서 시작했던 작업은 졸업 후, 학교 근방에 위치

한 작가 레지던스 La maison des auteurs9) 에서 2년간 더 이어졌다.

레지던스에서 제공받은 작업실에 상주하며,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

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는 여러 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일정한 기간 상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혹은 그 밖에 다양한 조건을 제공하는 레지던스 시설이

전국에 고루 갖추어져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

세이며, 문화 예술 지원 시스템10) 에 접속하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위치한 다양한 레지던스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21> La maison des auteurs

9) 주로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들을 지원하는 레지던스로 프랑스 ANGOULEME에 위치해

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개인작업실과 컴퓨터, 그리고 조건에 따라 입주 작가에게 주

거 시설을 지원하기도 한다. 2월/6월/10월, 일 년에 세 차례 입주 지원 서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tebd.org/ 에서 찾을 수 있다.
10) 문화 예술 지원 시스템: http://www.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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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2013년 3월에 마무리 된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La Fabrique>와 첫 정식 배급 계약을 맺고 배급을 진행했다. 또한 완

성 한 해 전인 2012년, 서울 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주최하고 옥랑 문화재

단에서 후원하는 꼭두문화상을 수상한 덕분에, 제작이 마무리된 직후 서

울 국제 여성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

다. 이후 20여개가 넘는 영화제에 초청되어 다양한 통로로 관객들과 소

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5) 과제

<너무 소중했던, 당신>은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전통2D기법으로 만든

마지막 작품이다.

<그림22> “너무 소중했던, 당신” 배경 그림 작화지

연필과 종이라는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재료를 아꼈지만, 이런 수

작업으로 거대한 양의 작업을 이어 나가는 게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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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타블렛 등을 이용한 디지털 작업과 비교했을 때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더 긴 제작 기간을 요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작업 장소의 이동에도 제약이 따랐다. 무거운 작화지

를 몇백 장씩 들고 다녀야 했고, 컴퓨터뿐 아니라 라이트 박스, 라인 테

스트기, 스캐너 등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으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더 오랫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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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바람(2014~2015)

<그림23> 바람(2015)

1) 배경

영상을 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에서 많은 에너지는 얻는다.

나 역시 식견이 넓지는 않지만 좋은 영감을 주는 음악을 곧 잘 이미지로

풀어내곤 한다. <바람>은 <고래>제작 직후인 2009년 말, 피아니스트 김

광민의 ‘지구로부터 온 편지’ 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다. ‘상실’을 이야

기 한 이 음악은, 그 당시 내 우울했던 감정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고

종국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토해내게끔 이끈다. 푸른 나비가 등장하

는 애니메이션 서사를 써 내려가면서,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의

한 구절을 영상 서사에 참고하기도 했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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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너무 소중했던, 당신>제작 이후, 100% 디지털 작업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첫 애니메이션이 바로 <바람>이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하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잘 엮어내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

는 디지털 작업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낯선 환경

에서 주된 작업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몇 차례의 수

정을 거쳐야 했다.

<그림24> “바람” 아트워크 과정 작

<그림25> “바람” 최종 결정된 아트워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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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원동화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주로 등장하는 소재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움직임을 유려하게 표

현하기에는 적절하게 설정했다.

<그림26> “바람”의 주요 소재 푸른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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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나비’ 동작 표현 예시

이렇게 소재들의 형태는 단순한 대신, 과감하고 눈에 띄는 색상을 화면

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려함과 강렬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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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바람”의 대표 스틸컷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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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및 과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디지털 방식에 익숙해지기’는 무사히

이행되었다. 이 후 프로젝트는 큰 어려움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다 섬세한 형태의 소재들을 영상에 묘사하기 위

한 다양한 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수작업에서 표현되는 특

유의 질감은 이미지에 보다 깊이를 더하는데,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

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도 절

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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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ancing in the Rain(2016)

<그림29> Dancing in the Rain(2016)

1) 배경

단편 애니메이션 분야는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분야로 인식된다. 이는

그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영화제와 같은 특별한 행사장을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근래 자신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게 늘면서 각 플렛폼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애니메이션들

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림30> Simon’s cat, Simon To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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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의 애니메이션 Simon’s cat 은 1분 내외의 짧은 호흡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길지 않은 간격을 두고 꾸준히 연재함으로써 대중과의 활

발한 소통을 이뤄낸 좋은 사례가 된 작품이다. 작품은 YouTube 나

Instagram과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상에 대한 대중들의 즉

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과 유효성을 연

장시켰다. 이는 영상 외에도 해당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을 대중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듯 단편 애니메이션이 대중에게 소개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 제작

단편 애니메이션이 접근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

가, 오랜 제작 기간과 그로 인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아니라

면 개인 단위에서 연속성을 가진 시리즈물을 제작해내기가 힘들다는 점

이다. 이러한 점을 타파해보기 위해 시리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캐릭터

의 속성은 부각시키되, 아트워크는 단순해서 단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로 한다.

우선 생명력이 있는 캐릭터를 재활용해 영상 제작 과정을 단축시켰다.

<그림31> 같은 토끼 캐릭터. 좌: 너무 소중했던, 당신 /우: Dancing in the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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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몇 가지 필수적인 이미지 소스를 제작해, 그것을 조금씩 변형시

켜 여러 종류의 배경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그림32> Dancing in the rain 주요 배경 소스 이미지

<그림33> 위의 이미지 소스를 활용한 주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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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과제

작품은 약 2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포탈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주최한 웹애니메이션 챌린지에 응모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웹애니메이션

챌린지는 1분 내외의 주제에 맞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대중들의

투표로 우수작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제 7회 웹애니메이션

챌린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공모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그림34> 네이버 웹애니메이션챌린지 배너 이미지

안타깝게도 후속 작품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프로젝트를 본격

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서사를 가진 콘텐츠의 양을 충분히

확보한 뒤, 시간과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본 작업 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작업 시스템의 필요성

과,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색다른 기획의 필요성을 통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프로젝트

를 시도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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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달, 어디 있니?(2017)

<그림35> 달, 어디 있니? (2017)

1) 배경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음악 및 음향의 역할은 보조가 아닌 영상의 질을

좌우하는 주된 표현 요소로 존재한다. 보통 단편 애니메이션의 주제 음

악은 영상 편집이 완료된 후 후반 작업(Post Production)과정에서 제작

되는데, 영상과 사운드를 고루 이해하는 음악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

제작자가 100% 흡족할 수 있는 음악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물

다. 더구나 음악 제작은 영상 제작자의 손에서 벗어나, 다른 창작가의 손

을 빌려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성질의 창작물이 서로의 작업에

대해 설득하고 납득해나가는 과정이 험난할 때가 많다.

<달, 어디 있니? >는 독특하게도 이러한 일련의 제작 과정과는 다른

방향에서부터 기획되었다. 음악가들로부터 자신들의 음악에 맞는 애니메

이션을 제작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시작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자 극단인 “OU ES-TU LUNE?”

팀은 자신들의 음악극 무대에 상영 할 애니메이션 제작자를 물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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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09년에 작업한 <고래>애니메이션을 보고 연락을 취해왔다. 메일로

전송되어 온 그들의 음악은 애니메이션 작업에 적합하게 충분히 아름답

고 몽환적이었다.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 만족할만한 음악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몸소 체험했던 터라, 이런 뜻밖의 제안이 반가웠다. 나는 곧 그들

의 제안을 수용하고 음악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기획을 시작했다.

2) 제작

제작 과정에서 독특한 과정은 없었다. 가장 작업하기 좋고 편한 방법을

취했다. 음악이 이미 완성된 상황에서 그에 맞는 분위기만 만들어내면

됐고 그 과정이 어렵거나 길지도 않았다. 단지 어린 아기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음악극을 염두에 두고, 친숙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개발하여 애니메이션 속 서사를 이끌어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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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달, 어디 있니?” 주요 캐릭터 이미지

더불어 캐릭터의 움직임 묘사도 이전보다 더욱 세밀화 됐다. 이전 <바

람>에서 단순한 실루엣을 가진 소재들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면, <달, 어

디 있니?>에서는 아이와 동물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실루엣을 가진

요소들이 주된 소재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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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달, 어디 있니?” 속 기린의 움직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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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달, 어디 있니?> 는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해서 협업 한 첫 사례였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해당 장르가 가지고 있는 매체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프랑스-한국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예술적 소통의 가

능성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 완료 후 OU ES-TU LUNE? 팀은

파리 곳곳에 있는 극장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무대로 삼아 공연을 이어나

갔다. 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의 특성 덕분에 어린이와 가족

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고, 또한 프랑스 교육부에서 선정한 권장 영상으로 지정되어 프랑스 어

린이들에게 영상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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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점 표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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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나 배경, 색상 등 일반적인 회화 구성에 필요한 요소뿐 아니라,

연결성을 지닌 서사적 요소, 화면 속 인물과 소품들을 배치하는 카메라

의 위치, 공간감과 생동감을 더하고 영상 속 분위기 연출에 필요한 음향

및 음악 등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요소는 무수히 많다. 여러 악기들

의 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화음을 빚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작

품을 만드는 작가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하나의 영상으

로 녹여내야 한다. 나는 작품제작 시 모든 요소들을 최대치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몇 가지 요소들을 선택, 집중하여 작품을 제작

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제작 경험과 작가적 성향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중심 표현 연구를 공간/움직임/이미지/

서사의 4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이 작품 연구 시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본인의 연구 작품 및 영향을 받은 기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예

를 들어 설명 하고자 한다.

3.1 공간의 체험, 공간 표현

평면에 입체 공간을 투영하는 시도는 과거 회화에서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사실적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투시법의 발견은, 평면의 공간에

3차원의 입체감을 불어넣는데 획기적인 발전을 불러온다.

회화 속에 묘사된 공간은 해당 공간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치중하는데

비해, 영상 속에 묘사된 공간은 해당 공간을 설명할 뿐 아니라 관람자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보다 특화되어 있다. 이런 장점을 애

니메이션에 투영한다면, 작가는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을 어떤 제약 없

이 자유롭게 표현해내고, 보는 이들은 이러한 작가의 상상 속에 머물던

미지의 세계에 한층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공간감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캐릭터나 소품 등 사물의 움직임을 활

용하는 방법과, 카메라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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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움직임을 통한 공간 표현

<그림38> 움직임을 통한 공간 표현 예시 이미지

<그림38>와 같이, 일반적인 배경의 경우 근경부터 원경까지 다양한 거

리감이 느껴지게끔 공간이 설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한 장의 이미지

로 뚜렷하게 전달받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림39> 움직임을 통한 공간 표현 예시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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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에 움직이는 사물을 추가하는 것만

으로도 공간과 공간 사이의 거리감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회화에

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던 공간감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처럼 인

식되어, 보는 이들이 해당 배경에 몰입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법은 실 공간을 담아내는 영상물에서도 충분히 활용되는 방

법이다. 애니메이션은 이와 더불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움직임을

추가하여 공간을 재창조 할 수 있다. 가령, 여백 위에 둥근 공 하나가 소

실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해당 배경은 끝없는

3차원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림40> 움직임을 통한 공간 표현 예시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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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제작한 <고래>와 2015년에 제작한 <바람>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공간을 그려낸 대표작품 중 하나이다.

<그림41> “고래”의 한 장면

검은 배경위로 다양한 생물들의 움직임이 묘사되었다.

<고래>는 검은 면을 전체 영상의 주요 배경으로 차용했다. 현실 공간

의 원근법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움직임을 그러내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림42> “바람”의 한 장면

<바람>은 그와 반대로 흰 면을 배경으로 차용하여 움직이는 요소들을

화면 속에 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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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출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선을 지배하는 소실점을 생략해, 일

반적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넓이와 깊이에 대한 제약을 없앤 예이다.

그를 통해 감독은 실존하지 않는 공간을 설계하여 자유로운 연출을 구사

하는데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관객들 역시 비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편

견 없이 자연스럽게 해당 공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2) 카메라 연출을 통한 공간 표현

애니메이션의 장점이자 단점은, 실제 카메라로 대상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사 영화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대상을 담아내기 위해

서 실제 인물과 장소를 찾아가야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장소가 어찌됐든, 해당 이미지를 작가가 직접 창조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점은 화면을 채우는 프레임 별 이미지를 모

두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공간과

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상상의 창조물을 허구의 카메라로 담아낼 수 있

다는 것은, 가깝게는 땅에 붙어사는 개미의 눈 시점에서부터 멀리는 지

구 건너편 우주 공간을 화면에 담아내는 것까지 가능케 하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뜻하기도 한다.

나는 협소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까지 다양한 카메라 연출을 통해 표현

함으로써, 보다 이색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감을 체험하게 하는 것에 연

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공간을 다양한 카메라 각도로

담아내는 연출 역시 자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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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달, 어디 있니?”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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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은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두 개의 이질적인 공간을 한 장면에

담아낸 카메라 연출 장면 중 한 부분이다.

위의 장면에서 카메라의 위치 변화를 실제 카메라 연출로 풀어낸다면

아래와 같은 이동 경로를 보일 것이다.

<그림44> <그림43>카메라의 위치 변화 시각화

이러한 연출은 인물에 머물러 있던 관람자들의 시선을 배경 방향으로

옮김으로써, 기존 A라는 장소에서 전혀 다른 느낌의 B라는 장소로의 이

동을 보다 극적으로 환기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을 극의 한 배경으로 차용함으

로써 관객들에게 색다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영상이 상영되는 매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극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달, 어디 있니?>에서 묘사된 일련의 상상 속 공간과는 달리,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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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유사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카메라 연출도 물론 필요하다. 하나

의 공간을 다양한 카메라 시점으로 소개하는 것은, 화면 속에 배치된 인

물과 상황,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는 이들이 영상에 보다 몰입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그림45> “너무 소중했던, 당신”에서 묘사된 소년의 방

<그림46> 장면(A-F)에 배치된 카메라의 위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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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의 장면은 배경으로 묘사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기 위

해,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배치시킨 사례 중 하나다. 이렇듯 허구의 카

메라라고 할지라도 작가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움직일 수 있음을 상기해

야만, 보는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전달을 전할 수 있다.

이렇듯 공간을 화면에 표현하는 과정은 다른 어떤 연구 과정보다 작가

적 고집보다 보는 이들과의 소통을 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상 속

화면 자체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제아무

리 풀어낼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우선 이야

기를 듣는 이들의 귀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전하고자 하는 말

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없다. 화면에 아무리 좋은 것이 다양하게 비

춰지더라도 우선 그를 끝까지 보게끔 해야 그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

을 끝까지 전달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같은 공간 속에서 비슷한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한편 기술과 기기의 발전으로 더 이상 시선의 제약은 사

라지고, 공간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크기도 사라지고 있다. 작금의

현실에서 작가는 상상을 뛰어넘는 공간을 창조하여 보다 새로운 공간을

영상 속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공간감을 익히는 것 역

시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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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연구

작품마다 개성 있는 2D 작품을 선보이는 Paul Driessen11) 은, 여러 작

품을 통해 이미 다양한 공간 연출을 시험해 온 작가다. 2003년에 제작된

작가의 <2D Or Not 2D> (2003)는, 2D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할 수 있는

3차원의 공간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림47> 2D Or Not 2D(2003), Paul Driessen

깊이감이 전혀 보이지 않던 공간이, 캐릭터의 움직임과 카메라 움직임

을 통해 순식간에 3차원의 끝없는 입체감을 가지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연출은, 짐짓 2D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연출의 끝을 보여

주고자 하는 작가의 능청스러운 의도까지 느껴질 지경이다.

막 3D기술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입되어, 3D 애니메이션이 산업의 중

심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이었다. 작가는 마치 이러한 분

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2D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카메라 연출을 본

작품에 녹여냈다.

그러나 산업의 중심이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프로그램 기술이 발전하면서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실사 카메라

와 같은 연출이 가능해졌다. 인물과 배경 사이에서 카메라 구도와 거리

를 직접 조절하거나, 카메라 이동 연출도 실사에 버금가게 표현할 수 있

게 됐다. 처음 이러한 기술의 도래가 2D애니메이션의 몰락을 불러오리라

11) Paul Driessen(1940~) 네델란드 출신 애니메이션 감독. 대표작: The Killing of an

Egg(1977), the end of the world in four seasons(1995), 3 Misses(1998)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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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의견이 일기도 했으나, 2D 애니메이션에서 광활한 공간이나

정밀한 소품을 표현할 때, 보다 쉽고 효율적인 3D기술이 많은 부분을 보

완해줌으로써, 애니메이션 제작 시 보다 풍요로운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는 의견이 앞선 우려를 불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48> Les Triplettes De Belleville(2003), Sylvain Chomet 12)

Sylvain Chomet의 2003년 작 Les Triplettes De Belleville(벨빌의 세 쌍둥이) 에서는 드넓은 바

다를 표현하기 위해 3D기법의 도움을 얻었다.

12) Sylvain Chomet(1963~) 프랑스 애니메이션/영화 감독. 대표작: 벨빌의 세 쌍둥이

(2003), 일루셔니스트(2010),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2013)



54

3.2 움직임 표현

애니메이션은 허구의 것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끔 만들어야 한

다. 등장 배경, 소품, 빛의 느낌과 온도, 심지어 소리도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인공의 것들이다. 그럼에도 관객들이 영상 속 상황에 감

정을 이입하는 이유는 뭘까? 캐릭터를 살아있는 존재로, 배경을 실존하

는 장소로 인식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그것은 움직이기 때문이라 생각

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표식이자 생명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는 매 순간 움직인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하기

전까지 단 한 순간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처음 애니메이션의 빠져든 것도 바로 움직임, 애니메이팅을 직접 연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림들이 모여 움직임을 만들고, 움직임이

모이면 캐릭터는 화면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 어떤 애니메이션 요소

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3D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2D 프로

그램 기술이 발전하면서, 손으로 빚어내는 애니메이팅 영역이 이전만큼

중요한 제작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작품을 만드는 이가 애니메이션에 그

려지는 세계관을 스스로 납득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잘

만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작

품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깨우쳤을 때, 더 이상 애니메이팅 연

출을 각별하게 신경 쓰는 것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 않게 됐다.

1) 애니메이팅 기술

처음 애니메이팅을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동작을 표현하는 것에

서 시작한다. 끈에 매달린 둥근 추가 좌우로 호를 그리며 움직인다거나,

동전이 바닥을 굴러간다거나 하는 식이다. 애니메이팅 기술의 끝에는 사

람 혹은 동물이 걸어가는 Walking 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통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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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과정이 어떤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원리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들어가는 그림의 수가 적을수록, 그림 사이의 간격이 넓을

수록 동작의 속도는 빨라진다. 무게감(중력의 영향)은 적게 표현된다. 반

대로 그림 사이에 들어가는 그림의 수가 조밀할수록, 그려진 그림의 간

격이 좁을수록 동작은 느려진다. 무게감(중력의 영향)은 늘어난다. 이 원

리를 터득하게 되면,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더 이상의 애니메이팅 기

술을 ‘배우기 위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결국 애니메이션에서 만들

어내는 모든 움직임은 이렇게 그려진 동작들을 긴장감 있게 배열하고 속

도감과 무게감을 묘사하는데 있어 같은 맥락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49> The Animator’s Survival kit, Richard Williams

세계적인 애니메이터로 불리는 Richard Williams의 <애니메이터 서바

이벌 키트(The Animator’s Survival kit)>(2002) 는 애니메이션을 배우

길 원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봐야만 하는 제작 안내서로 불린다. 작가

는 개인 또는 회사의 역량과 노하우로만 전해지던 애니메이팅 기술을 정

리하여 교재화 했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보

다 체계적으로 애니메이팅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됐다.



56

<그림50> The Animator’s Survival kit 중 한 장면

본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일명 ‘바운싱 볼(Bouncing ball)’ 그림은, 공

이 포물선을 그리며 땅에 튕기는 모습을 기본적인 애니메이팅으로 표현

한 그림이다. 예시 이미지를 보면, 그려진 공 그림 사이의 ‘간격’을 통해

시간차(타이밍)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다양한 물리 현상을 애니메이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과서적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전 작업과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고 작가 고유한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술 발전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2) 스타일 비교; 서양 vs 동양

애니메이팅 연출 스타일을 감독마다 작품마다 그 성향을 달리하지만,

크게는 디즈니 풍을 필두로 하는 서양 스타일과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

풍을 필두로 하는 동양 스타일로 개인적으로 나눠보려 한다. 이러한 스

타일의 차이는 각각의 문화권에서의 몸짓(제스처)을 얼마나 적극적인 의

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고, 경제

적으로는 제작 비용 및 방식에서 오는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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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디랭귀지의 차이

<그림51> 동서양 바디랭귀지 대표 예시 이미지

‘서양의 바디랭귀지’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관련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서양 문화권에서 몸짓을 통한 표현은 적극적인 의사소통 수

단의 하나로 사용된다. 얼굴 표정과 양 손을 비롯해, 어깨나 고갯짓 등

감정을 전달하는데 있어 다양한 몸의 동작들이 활용되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회 분위기로 인한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인체와 얼굴의 실루엣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

기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애니메이팅 연출이 가능해진다.

동양의 경우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내향적인 스타일의 문

화권에 속해있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

하는 것 보다는 듣는 이들의 편의와 이해를 도모하는 경향이 짙다. 행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바디랭귀지의 사용에 보

다 소극적인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살피더라도

대화도중 꼿꼿하게 선채 이야기를 나누거나, 양 손을 어쩌지 못해 가볍

게 마주잡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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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공주와 개구리(2009), 디즈니

<그림53> 귀를 기울이며(1995), 지브리

테이블을 마주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있다는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공주와 개구

리>의 경우 캐릭터의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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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작비용의 차이

<그림54>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1937), 디즈니 <그림55>철완 아톰(1963), 데즈카 오사무

1937년 디즈니는 150만 달러라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제작

비를 들여 최초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제작한다. 초당 24프레임을 일일이 그리는 Full-animation 기법은, 애니

메이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작품의 어마어마한 성공은 이후 아낌없는 자본과 기술의 투

자로 이어져 디즈니의 2D애니메이션 황금기를 이끌어가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한편 1960년대 일본에서는 TV애니메이션 시리즈 ‘철완 아톰’ 방영이

시작된다. 자본의 규모가 약소하고 제작 기간은 촉박했기 때문에, 감독이

었던 데즈카 오사무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limited animation)기법을 도

입해 제작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초당 24프레임의 모든 프레임을 제작

하는 풀 애니메이션 기법과 비교했을 때,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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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제작되는 그림의 수를 8장~12장으로 줄여 투박하긴 하지만 최소한

의 움직임은 읽힐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는 움직임을 통한

시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디즈니 스타일에서 벗어나, 스토리와 캐릭터

중심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훗날 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법은 일본 TV애니메이션은 물론,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 산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막 만화 영화 산업이 꽃피우기 시작하던 80~90년대 한국 역시, 이

러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법을 제작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림56>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와 “철완 아톰” 비교표

물론 기술이 발전되고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아시아에서 제작되는 애

니메이션도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애니메이팅 요소들을 일

괄적으로 높은 완성도로 표현하기 보다는, 중요한 장면에 힘을 싣는 방

법 중 하나로 애니메이팅의 완성도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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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부한 동작 표현: 리듬 더하기

그림의 수와 간격을 통해 타이밍을 감독하는 애니메이팅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나면, 이후 작품 제작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애니메이팅 철학과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 나의 경우, 섬세한 애니메이팅을 연출하기 위해

‘움직임에 리듬감을 더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는 표현하고

자 하는 움직임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실루엣을 우선으로 묘사한

후, 그와 어우러질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중심 동작과 야간의 시차를

주어 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동작일지라도 섬

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다. 처음 동작을 보는 이들은 해당 움

직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중심 동작만 보겠지만, 상세히 살피면 그

안에 숨겨진 자잘한 여러 동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상하는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시각적 즐거움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게 된다.

a. 동작 연구: 팔 동작

<그림57> 팔 동작 연구1

다음은 팔을 펼치는 간단한 동작이다. 팔이 A 점에서 B 점으로 가는

하나의 움직임만 그려낸다. 그것을 (act 1)이라고 하고, 이것을 첫 번째

리듬이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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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팔 동작 연구2

그리고 (act 1)에서 손목 관절의 움직임 (act 2)를 추가해 보자. (act 2)

가 시작되는 타이밍은 (act 1)이 끝난 직후로 설정한다. (act 2)는 두 번

째 리듬이다. 그렇게 해당 애니메이팅은 두 개의 리듬을 가지는 동작이

됐다.

<그림59> 팔 동작 연구3

여기에 (act 2)가 시작되는 동시에 손가락이 살짝 벌어지는 동작 (a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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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해보자. 이 과정을 통해, 팔이 펴지는 간단한 움직임에서 파생된

리듬은 3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한 동작 표현도 앞선 과정의 반복을 통해 보다 생동감을 배

가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에

서 필요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묘사’하고 연출하

는 것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작가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역

시도 영상 연출에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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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작 연구: 머리카락 움직임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리듬감이 있는 움직임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움직

임을 추가하면, 해당 소품을 보다 입체적인 운동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

현할 수 있다.

<그림60> 하나의 리듬감을 가진 머리카락 움직임 예시1 <그림61> 리듬감을 추가한 예시2

기존의 움직임에 비슷한 리듬감을 가지되, 속도와 넓이 등의 작은 변수

를 가진 움직임을 더하면 애니메이팅이 줄 수 있는 시각적 즐거움을 보

다 다채롭게 제공 할 수 있다.

<그림62> 리듬감을 추가한 응용 이미지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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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제작한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중심 캐릭터는 한복을 입은

동자였다.

<그림63> “너무 소중했던, 당신” 의 주인공, 동자

동자의 의상은 한복에서 주된 형태를 가지고 왔다. 캐릭터의 외형 실루

엣이 단조로웠기 때문에 한복의 옷고름을 추가해, 동자가 움직일 때 리

듬감을 더했다.

<그림64> 동자의 움직임 연구

옷고름을 추가함으로써 동작의 움직임 방향이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동작에 생동감을 더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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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제작 중심이었던 애니메이션 제작 초창기에는 탄탄한 데생 실력과

기계적인 타이밍 감각이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본 원칙이었지만, 제작과

자본이 개인 역량의 것으로 독립된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에서는 이러한

초창기의 원칙이 다소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

데생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나 역시 좋은 그림이나, 섬세한 동작 표현만이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2D 드로잉 애니메이션

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이루어지는 서사 장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관객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때문이 해당

장르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이들의

개성이 담긴 영상이 꾸준히 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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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미지 표현

애니메이션이 물론 시간 축 위에 펼쳐지는 영상으로써 정체성을 내세우

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부분은 회화적인

요소일 것이다. 보통 애니메이션 아트워크로 불리는 애니메이션 속 이미

지는, 작품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아트워크 제작 역시 일러스트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가의 개성이 이미지의 형성의 대부분을 지배하지만, 원하는 이야기의

결에 따라 추구하는 표현법의 방향도 분명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작품

에 사용하는 색감과 재료, 종이의 질과 색상의 농담에 이르기까지 작가

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 요소가 존재한다. 애니메이션

역시 마찬가지다. 본격적인 영상 제작에 돌입하기 전, 전체 영상을 아우

르는 색감과 톤을 반드시 지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면 별

분위기가 달라져 최악의 경우 영상의 통일감을 잃게 된다.

한편 작품을 제작할 때, 영상을 구성하는 움직임이나 카메라 연출뿐 아

니라, 각각의 프레임 별 이미지도 고유한 개성과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로 추구해왔다. 미적으로 아름다운 아트워크는 관객 뿐

아니라 작품을 제작하는 감독에게도 큰 즐거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은 어떠한 영향들을 바탕으로 작품의 중심 이미지를 형성했는

지 서술한 부분이다. 기성 작가들의 작품이나 사진을 통해 영감을 얻기

도 하고, 자연 풍경과 작품 제작 시 살고 있던 환경적 요소들로부터 영

향을 받기도 했다. 또 전통 기법과 디지털 기법을 오가는 차이에 의해

정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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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 작가로부터의 영향

전시나 책, 혹은 다른 정보 매체를 통해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원하는 색감이나 스타일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과 맞닿아 있을 경우, 기성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이미지를 제작하기도 하고, 혹은 작가의 작업을 목격한 후 이를 계기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65>My grandparents my parents and I(1936) <그림66>Memory, the Heart(1937)

멕시코 여류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lo)의 작업을 보면, 자신과 연

결고리를 가진 인물과 사물을 뿌리내리는 나무나 리본 등으로 연결 지어

표현하거나, 사물들을 캔버스에 나란히 배열하는 연출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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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작한 <고래>의 두 번째 파트 <방>을 기획할 당시, 앞선 프

리다 칼로의 이미지 스타일을 차용해 아트워크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다.

<방>파트는, 내 내면을 방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한 아트워크가 주 배경

이었다. 해당 작업 시, 나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이 나뭇가지에 걸린 듯

표현했는데 프리다 칼로의 스타일을 차용한 대표적인 부분이었다.

<그림67> “고래” 두 번째 챕터 [방] 아트워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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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의 영향

모국인 한국에서 받은 환경적 영향과 더불어, 프랑스 유학을 통해 그곳

의 환경으로부터 얻은 시각 정보는 이미지를 제작할 때 여러 가능성을

더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2013년 완성된 <너무 소중했던, 당신>은 작품

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작품 속에서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라는 두 상반된 공간이 이야기의 주요 배경이었는데, 지상세계

를 표현 할 때는 프랑스에서 얻은 시각 정보를, 지하세계를 표현 할 때

는 한국의 것들을 이미지에 차용했다.

a. <너무 소중했던 당신> 속 지상 세계

지상세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공간으로 묘사하려 했다. 공간

을 이루는 풍경과 건물의 구조를 통해서 그 당시 살았던 프랑스의 배경

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68> 프랑스 풍경 사진(좌)과 그를 토대로 묘사된 작품 속 배경 이미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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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가 낮고 단조로운 색감으로 구성된 지하세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상세계는 다양한 빛과 색감을 더한 공간으로 표현했다. 특히 빛을

묘사할 때, 그 당시 살고 있던 장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그림69> 프랑스 풍경 사진(좌)과 그를 토대로 묘사된 작품 속 배경 이미지(우)2

b. <너무 소중했던 당신> 속 지하세계

지하세계를 표현하는 대표 이미지가 ‘나무로 된 무덤’ 이었다.

<그림70> 경주 왕릉 사진(좌)과 작품 속에 묘사된 ‘무덤’(우)

지하세계 속에 묘사된 무덤들은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사람

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물건들의 무덤’이라는 설정을 가

진다. 이는 경주에 있는 거대한 왕릉에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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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주로 자주 여행을 간다. 사람과 차와 건물이 빼곡한 도시

에서 어렵지 않게 거대 왕릉들의 곡선을 마주할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볼

때면 나는 항상 삶과 죽음을 함께 상기하게 된다. 거대한 왕의 무덤 위

에는 나무의 씨가 뿌리를 내려 오랜 세월동안 무덤을 자신의 그림자로

가득 채울 만큼 존재감 있는 나무로 성장했다.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무

덤과 그 위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나무를 보면서, 인간의 삶과 연결된 사

물들의 사후 세계를 창작하게 됐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애니메이션 속 해당 배경을 설명할 때, 서구

국가에서는 이것을 ‘무덤’이 아닌 ‘언덕’으로 고쳐 말해야 했던 점이다.

그들의 문화권에서 ‘무덤’이란, 높게 솟은 언덕의 형태가 아닌 평평한 형

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앞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해당 세계를 살아가는 캐릭터 역

시 한국적인 것을 모티브로 디자인 했다.

<그림71> “너무 소중했던, 당신” 의 초기 캐릭터 설정 이미지

한복을 입은 동자와 달에 사는 두 마리의 토끼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해 할 소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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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기법의 영향

2015년에 제작한 <바람>을 시작으로 2D 디지털 드로잉 방식을 주요

기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수작업 고

유의 따뜻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물론 2013년 작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경우도 작화지에 연필선을 덧칠한 원본 그림

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색상을 더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색을 더할 때 원 소스 이미지를 스캔 하는 과정에

서 얻어지는 종이나 연필의 질감이 디지털 컬러와 더해지기 때문에, 디

지털 색감만 입혔을 때 보다 색감이 보다 따뜻하고 깊이 있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림72> 원본 이미지(좌), 디지털 컬러 작업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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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0%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를 창작하게 되면서, 그려낸 디지털

그림 위에 종이나 연필선과 같은 손맛이 묻어나는 질감을 덧대게 되었

다. 디지털 이미지의 차가운 선과 면 느낌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을 통해 매 작품마다 독특한 질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표현 기

법 중 하나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바람>의 대표 이미지 중 한 컷을 발전시켜 나간 과정을 설명

한 그림이다. 이를 통해 종이 그림과 디지털 그림을 오가며 이미지를 정

착시켜 나간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바람> 이미지의 첫 시작은 종이 위 수채화로 색감을 더한 100% 손으

로 그린 그림 이었다.

<그림73> “바람” 아트워크 여러 연구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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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법에 능숙하지 않았던 초창기 설정에서는, 이미지의 선과 면

을 훨씬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제작의 틀을 잡아가고 있었다.(그림73의

오른쪽 아래 이미지 참고) 하지만 이는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아트워크 작업을 전면 수정하

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시 손으로 그리는 작업 방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림74> “바람” 아트워크 연구 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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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그림 역시 작품 분위기에 비해 너무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해당 작품의 제작 목표 중

하나였으므로, 위의 이미지를 토대로 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착수하

게 된다.

연필선 특유의 느낌이 묻어나는 실루엣을 원본에서 취하고, 종이와 연

필 질감이 느껴지는 면(Tone)을 자체 제작했다. 가지고 온 실루엣에서

얻어진 면을, 제작한 Tone으로 채운다. 이렇게 채워진 면(Tone)은 마치

만화에서 쓰이는 스크린 톤(screen tone)처럼, 겹치거나 지우는 과정을

반복해 면의 농담을 조절했다.

<그림75> 질감 표현 작업 과정 이미지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바람>의 대표 아트워크 이미지 작업을 정

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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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6> 최종 완성된 “바람”의 대표 아트워크 이미지

이렇게 애니메이션 배경은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해야 했지

만, 이후 캐릭터 애니메이팅과 같은 작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타블렛

을 활용한, 즉 디지털 작업 환경 안에서 모든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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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사 표현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서사 구조다. 작가

가 애니메이션에 담아내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판가름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흔히 애니메이션의 서사 요소(Narrative)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하는 서사란, 전체

를 관통하는 이야기뿐 아니라 이미지, 사운드 등 일련의 흐름을 가지는

모든 연출 요소를 총칭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은 크게 이야기 중심과 이미지 중

심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두 방식은 작가가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

달하는 태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1) 이야기 중심 서사 표현

해당 장르를 떠올릴 때 먼저 상기할 수 있는 서사 구조가 바로 이 이야

기 중심의 서사 방식이다. 이는 작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상대

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기-승-전-결의

보편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 방식 외에도 보는 이들

이 영상을 본 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해당 서사 구

조를 가진 경우이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는 이야기 구조가 영상 구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

고, 그 이외의 영상 구성 요소들은 이야기 전달을 위한 부수적인 요소로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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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 오늘이(2003), 이성강13)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감독 이성강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오늘

이>는, 차례차례 계단을 밟아나가듯 친절하고 분명한 서사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단편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다. 물론 해당 작품은 이야기를 떠

나, 한국적 미를 품은 아름다운 아트워크로써도 훌륭한 평가를 받는 작

품으로 평가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제점을

가진 인물들과 상황들이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분과, 이 모든 갈등이 말끔

하게 소멸되는 두 번째 부분으로 영상이 구분되어진다. 첫 번째 부분에

서 작가는 주요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두 번째 부분에 전개되는 갈등

해결에 필요한 복선도 친절하게 배치해두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이야기를 그저 순차적으로만 파악해나가는 것과 함께, 앞선

이야기를 복기함으로써 전체 이야기를 관객들 스스로 한번 더 연결 짓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서사의 배치 방식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즐길 수 있

는 서사적 즐거움을 한층 배가시킨다.

13) 이성강(1962~) 애니메이션/영화 감독.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 대표작: 마리이야기

(Annecy영화제 대상 수상), 천년 여우 여우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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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작품 <너무 소중했던, 당신>은 이야기 중심의 서사 구조를 가

진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였다.

<그림78> “너무 소중했던, 당신” 속 서사

작품 속에는 우체통과 편지라는 주요 소재가 극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열쇠로 등장한다. 이야기

는 우체통이 점점 더러워져 결국 새 우체통으로 교체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 전개된다. 그리

고 그와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남자의 짝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 후, 처음 등장했던 우체통

이 새 우체통으로 교체되는 사건으로 인해 남자가 자신의 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겹치면

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앞에 등장했던 우체통의 존재를 상기하게 된다.

이렇듯 이야기 중심의 서사 전개 방식은 관객들이 영상 속 상황 설정에

몰입하기 용이한 것은 물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큰 어려

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작가가 아닌 보는 이

들의 눈높이로 이야기 전개의 초점이 맞추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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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작가의 개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기-승

-전-결의 작품 전개 방식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와 기대감이 높

아지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 전개를 이어간다거나, 뻔한 반전

을 영상의 끝에 배치한다는 등 그다지 새롭지 않은 이야기 전개 방식을

구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기도 한다.

2) 이미지 중심의 서사 구조

이미지나 음악 등 다른 애니메이션 구성 요소를 영상의 전면에 내세우

는 서사 구조 방식을 지닌 애니메이션도 존재한다. 이들은 보통 하나의

온전한 구성을 지닌 스토리텔링을 관객에게 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중심의 서사 구조 방식 비해서 서사 전개가

불친절해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는 자칫 통속적인 전개 방식에 익숙한

이들의 눈에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미지로 비춰져, 영상의 흐름을 읽기

어렵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는 보는 사람이 아닌 만

드는 이의 초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가적 색채를 보다 뚜렷

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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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9> 판타지아2000(2000), 디즈니

디즈니에서 제작한 판타지아2000은 오케스트라 음악을 애니메이션 전면

에 내세운 독특한 작품 중 하나다. 영화는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를 가지

고 있되 그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오케스트라

음악의 분위기에 따른 화면 연출이 관객들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오게끔

구성했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강점인 부드럽고 풍부한 애니메

이팅 표현 기술을 바탕으로, 움직임과 음악의 조화라는 독특한 이미지

서사 전개 방식을 전면에 부각시킨 좋은 사례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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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제작한 <Dancing in the Rain>은 탱고풍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서사 전개의 전면에 내세운 작품 중 하나였다.

<그림80> Dancing in the rain중, 춤을 추는 캐릭터를 묘사한 장면

2009년에 제작된 <고래>와 2015년에 제작된 <바람> 역시 스토리에

의지하지 않은 이미지 중심 서사 구조로 영상을 구성했지만, 이 작품처

럼 음악의 리듬과 애니메이팅이라는 두 단순한 요소만으로 화면을 구성

하지 않았다. 본 작품은 캐릭터가 가진 고유한 개성과 강렬한 음악의 조

화가 빚어내는 담백한 영상미를 시험해볼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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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심각한 메시지 전달에 의의를 담지 않더라도, 작가가 자신의 순수

한 개성과 단편 애니메이션 고유의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애니

메이션도 이와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81> 계속 달리는 잉카씨(2009), 홍학순

한국에서 가장 개성 있는 작가 중 한명인 홍학순 감독의 2009년 작

<계속 달리는 잉카씨>는 어린 아이의 낙서 같은 천진난만한 이미지에

작가 특유의 몽글몽글한 애니메이팅이 더해진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인

디 애니메이션으로 통용되는 단편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런

다양한 이미지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우, 상업적인 잣대로 평가 받는 TV시리즈

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비해 관객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기준

에 덜 구애 받는 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가주의 사유와 서사 전개

방식을 작업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이 상업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존중

받는 분위기이다.

흔히 애니메이션=스토리텔링 이라는 일반적인 발상이 해당 장르를 상

기할 때 가장 크게 부각된다. 이처럼 이미지 중심의 서사 전개 방식을

가진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서 단편 애니메이션이 스토리뿐 아니라 다

양한 요소를 향유할 수 있는 장르라는 새로운 인식을 더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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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장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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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라진 경계

2009년 제작된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아바타>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

다.

영화를 통해 구현된 놀라운 시각 효과로 대중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준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고, 현실 연기자들의 모션 캡쳐를 바탕으로

한 3D그래픽으로 영화의 90%가량을 구성한 상황에서, 해당 영화를 영화

로 규정 할지, 애니메이션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그 두 번

째 이유였다. 이처럼 영상 기술의 혁혁한 발전이 게임과 영화, TV시리

즈 등 다양한 영상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점차 영상 장

르를 가르는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애니메이션이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왜 애니메이션이

라 불려야 하는가.”

해당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은 끊임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 시대의 기술 발전과는 제법 어울리지 않

는 2D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같은 기법을 단편 애니메이션의 주요 제작

기법으로 사용하는 나의 경우, 점점 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

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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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나의 대답

<그림82> 카프카: 시골 의사 (2007), Yamamura Koji14)

한참 이러한 질문의 늪에서 발버둥 칠 때, 야마무라 코지 감독의 <카프

카: 시골 의사>를 보게 된다. 사각 화면 속에 어지럽게 날리는 눈발. 그

속에서 기괴하게 카메라를 훑듯 움직이는 캐릭터들의 움직임과 그 속에

표현된 그들의 불안한 눈빛은 시종일관 번뜩이고 있다. 마치 화면의 한

쪽 모서리로 기운 듯 안정감을 주는 것을 포기한 듯 한 카메라 연출은

관객들 역시 극 속 불안한 무대 위에 세워지도록 만든다. 어두운 인물들

의 심리와 혼란스러운 상황이 화면을 통해 여과 없이 느껴진다. 특히 눈

에 띄는 부분은 한 장 한 장 그려진 그림을 표현할 때 쓰인 작가의 ‘연

필선’인데, 곧게 뻗은 직선이나 균일하게 그어진 선이 하나도 없다. 가뜩

이나 화면을 수놓은 모든 요소가 불안한 심리를 한계까지 몰고 가는데,

이런 불균등한 연필선 표현은 그를 더 배가시킨다. 나는 영상이 시작되

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마뜩지 않은 ‘불안감’이 언제쯤 해소될지를 기

대하며 영상을 부여잡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허

탈하게 긴장이 풀리는 순간, 어쩌면 이것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이 가질

14) Yamamura Koji(山村浩二 1964~)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대표작: 마운틴 헤드(頭山,

2002), 카프카: 시골 의사(カフカ 田舎医者, 2007).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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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힘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어렴풋이 느꼈다.

사람의 떨림을 표현하는데 손을 통한 그림만큼 정확한 표현력을 가진

수단이 또 있을까? 결국 사람의 심리와 이야기를 가장 정교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매체가 손으로 그리는 그림들을 엮어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닐

까?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겸허한 마음으로 대면하면서, 스스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나가야겠다는 다

짐을 하게 되었다.

4.3 예술과 대중의 경계선에서: Art or Non-art?

스토리와 캐릭터 중심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는 한국에서, 애

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영상 언어로써 기능하기 보다는 감독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부수 매체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상을 입체적

인 방향으로 제작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이 해당 장르를 보다 깊이 사유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받아들이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나를 사로잡아 왔다. 2014년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 중, 두 영화제

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단편 부문 대상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15)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의 지위는 미약하

다. 특화된 예술적 잣대나 작품의 완성도에 의해 평가되기 보다는, 거대

영상 산업의 결과물들과 비교했을 때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분야로

써, 예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평가 절하되는 장르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단편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하고 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캐나다의 NFBC나, 프랑스의 CNC16) 의 경우와 비교했

15) 앙시 영화제 그랑프리: 정다희 감독 『의자 위의 남자』(2014) / 자그레브 영화제 그

랑프리: 정유미 감독 『러브 게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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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 영화 산업이 세계적인 수

준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의 더딘 성장과 미미한

문화적 파급력, 그리고 예술 장르의 하나로 평가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많

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이러한 현실을 복기하여, 단편 애니메이션을 다각도로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직접 제안하고 싶었다. 또한 스토리 중

심의 서사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영상의 서사 요소를 작품에

가미하여, 관람자들이 보다 깊이 있고 자유롭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애니메이션을 사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

게 됐다.

16)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

1946년 프랑스 문화부 산하에 설립된 공공 기관으로 프랑스 영화와 방송 관련 콘텐츠와

산업의 진흥,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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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작품 <Le M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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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획

1)배경

2017년 봄, 8번째 단편 애니메이션 <Le Mot>의 기획을 시작했다.

Le Mot는 프랑스어로 단어, 짧은 말을 뜻하는 명사다. ‘말’은 의사 표현

수단에 있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소통 수단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실상은 아주 작은 변수만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말’인 것을 잊은 채로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말’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

불안정한 속성을 이미지로 표현해 내고 싶었다. 모국어의 영역에서 벗어

나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은 이러한 표현 욕구를 더 강

하게 자극했다.

한편, 말이라는 것은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파생된다. 이 물리적

형태조차 없는 ‘말’의 힘은 굉장해서 하나의 단어만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도출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관계의 파국을 이끌어내는 끔찍한 결과

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말의 불안정한 속성과, 말로써 연결되고 끊어지

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된다.

2) 스토리보드17)

영상 본편 제작(Production) 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장면

의 구도 및 인물과 소품의 동선, 카메라의 이동 경로를 표기한 스토리보

드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TV광고나 영화 등 다양한 영상 매체에서도

스토리보드가 활용되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매 씬(장면)마다

17) 영상 제작 전, 영상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 장면을 이미지화 하는 과정.

제작 과정의 단축과 효율성을 위한 선 작업. 보통 이미지 패널, 씬 넘버, 대화 및 지문,

음향 및 음악과 관련한 지시까지 스토리보드 내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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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예산과 인적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면을 거두어

내고 보다 매끄러운 연출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 스토리보드 제작을

유독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다룬다. 해당 프로젝트는 대사와 같이 언어

적 요소가 돋보이지 않는 작품의 특성 상, 글로 서술하기보다는 이미지

로써 극의 흐름을 설명하는 방향이 적합하다 판단했다. 때문에 기획 당

시 스토리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내용과 방향을 설명하

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림83> “Le Mot” 스토리보드 이미지 패널 중 일부

스토리보드 제작은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서사는 물론, 캐릭터의 위

치와 카메라 앵글의 구성, 그리고 공간 표현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 그

러나 실제 영상 제작이 시작되면 스토리보드 연출에서 표현된 장면이 영

상으로 옮기기에 부자연스럽거나,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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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수정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

<그림84> “Le Mot” 스토리보드 이미지 패널 중 일부

<그림84>는 스토리보드 내에서 공의 움직임과 그를 포착하는 카메라

동선을 표기한 장면이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장면의 중요도에 비해

연출이 평이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해당 장면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더 역

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대체된다.(<그림91>참조)

이처럼 탄력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은 그룹 단위의 작업이 아닌 개인 작

업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팀 작업에서 스토리보드는 사전에 합의 및 조

율하는 과정으로써, 오랜 기간 팀 내부의 회의를 거친 도출된 결과물이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의한 내용을 작업 도중 무리하게 변경하게 된

다면, 작업 일정 등의 변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고, 이는 다음 제작

과정에 차질을 주어 자칫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시각

적 소통을 위해 이뤄지는 작업이니만큼, 결정에 보다 신중해야 할 과정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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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품 연구(레퍼런스)

추상 애니메이션의 거장 Jan Švankmajer18) 감독은,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해 직설적인 영상 화법을 구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감독

이다. 감독은 보는 이들에게 영상 속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지를 뛰어넘

어, 관객이 내용을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는 스톱모션이

라는 실제 카메라를 활용하는 장르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실제 소품들

에서 느껴지는 질감을 화면에 고스란히 담아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림85> Dimensions of Dialogue(1982), Jan Švankmajer

감독의 1982년 작품 <Dimensions of Dialogue>역시 감독의 재능이

잘 녹여낸 작품이다. 작품은 3개의 옴니버스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이야기 ‘Dialog’ 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끝이 나

는 모양새를 짧은 러닝 타임 동안 풀어내고 있다. 작품은 사람 사이의

18) Jan Švankmajer(1934~) 체코 영화/애니메이션 감독. 주로 초현실주의 양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대표작 Dimensions of Dialogue(1982), Alice(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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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비롯되는 원치 않는 책임감과 불필요한 오해를 시각적으로 잘

풀어낸다.

<그림86> Dimensions of Dialogue중 2막 Dialogue의 한 장면

마주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 주요 배경 무대,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비관적인 시선은 Le Mot를

기획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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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사 표현

작품의 서사 전개 방식은 스토리 중심의 서사 전개 방식과 이미지 중심

서사 전개 방식을 함께 응용했으나, 이미지 중심의 전개 방식에 보다 무

게를 두고 전개했다.

영상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긴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다가 한 사람이 떠난다는 단순한 서사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영

상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이미지의 내용을 잘 유추

한다면, 영상을 보다 색다른 방향으로 즐길 수 있다.

<그림87> “Le Mot”에 등장하는 붉은 공

영상 속 ‘붉은 공’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이미지화 한 것이다. 그

공이 던져졌을 때, 본래 모양인 둥근 형태를 벗어나 제각기 다양한 모습

을 가진 동물로 변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말(공)을 듣는 사람이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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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느낌(각각의 동물)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다.

<그림88> “Le Mot” 작품 속 다양한 동물들

가령 ‘코끼리’는 상대방의 말을 그만큼 거대하고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자’는 무섭게, ‘기린’은 당황스럽게, ‘원숭이’는 당돌하

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영상 초반 거대한 코끼리로 변하던 공은, 종

국에 아주 작은 개구리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상대

방의 말이 건너편에 앉은 이에게는 그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음을

이미지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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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9> “Le Mot” 장면 중, 몸에서 돋아난 꽃을 표현한 장면

또한 두 인물 중 한 사람은 별 과정 없이 공을 던지는 것에 비해, 다른

이는 몸에서 돋아난 꽃을 통해서 공을 얻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뜻하고 있다. 영상에 표현된 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동백꽃에서 형태를 본떠왔다.

이렇듯 영상의 서사 방식이 보는 이들을 고려한 사려 깊은 방식으로는

전개되지 않았다. 화면에서 의미하는 것을 유추하고 해석 할 여지를 일

부러 많이 남겨두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람하는 이들이 보다 자발적으

로 작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작품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하

길 바라는 것이 작가로써의 바람이다.



99

5.4 공간 표현

영상은 하나의 배경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된다. 긴 책상을 마주하고 앉

은 두 캐릭터는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큰 동선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

다. 표면적인 이야기의 얼개는 단순하지만 은유적인 풀어내야 할 표현이

적지 않다. 필연적으로 탄탄한 영상 연출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결과였다. 덕분에 본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연출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었다.

<그림90> “Le Mot” 의 주요 배경과 그를 담아내는 카메라의 기본 앵글

배경이 단순하다. <그림90>와 같이, 한 화면 안에 공간을 넓게 담아내

는 장면도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징검다

리 장면으로 주로 사용했고, 보통은 화면에 등장하는 소품이나 캐릭터의

소소한 몸짓에 초점을 맞춰 작은 것이 크게 돋보일 수 있는 연출을 주로

했다. 특히 두 인물 사이를 왕래하는 공의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영상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매번 신선하게 관객에게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

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만 했다.



100

<그림91> “Le Mot” 속 Follow PAN19) 카메라 연출 장면의 예

<그림92> <그림91>중 “장면B”의 카메라 연출 이미지화

19) 캐릭터나 사물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카메라가 따가라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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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의 움직임을 쫓는 연출은, 테이블의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보

다 더 넓게 인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동시에, 공이 단순한 사물이 아

닌,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는 생명체와 같은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이 튀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여러 시점에서 그려냄으로써, 시각적인 만족도와 다양성을 높이

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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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3> 다양한 시점에서 묘사된 “Le Mot” 속 배경

<그림94> <그림93>속 장면A~C를 담아내기 위한 카메라 앵글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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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그림94>의 장면처럼, 여러 카메라 앵글로 같은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묘사된 배경의 깊이감과 입체감을

높이고, 애니메이션 속 가상공간이 실제 공간과도 같은 현실감을 관객에

게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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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움직임 표현

1) 자료의 활용

자칫 은유적 표현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려 때문

에 영상 속 움직임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려 애썼다. 두 인물이 서사의 중

심에 있고 손이나 몸짓을 통한 감정 표현이 많은 만큼, 사진 자료를 활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95> 사진 자료와 그를 참고해서 제작된 “Le Mot”속 묘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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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6> 사진 자료와 그를 참고해서 제작된 “Le Mot”속 묘사 장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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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감의 표현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느낌이 다소 무겁고

진지하게 표현되길 원했다. 그 때문에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있어 애니메

이션 특유의 과장된 표현을 많이 배제한 채, 각각의 움직임이 그려내는

감정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임을 그려나갔다.

<그림97> “Le Mot” 간절함을 표현한 손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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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7>에 등장하는 손을 펴내는 동작은 팔과 손목, 손바닥과 손가락

의 각도 등 각 관절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차이를 주어, 하나의 동작에서

다양한 리듬감이 엿보일 수 있게 연출된 장면 중 하나다. 해당 동작은

캐릭터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감정이 손의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게 세밀

하게 연출된 장면이기도 하다.

<그림98> “Le Mot” 동작 표현 장면 <그림99> <그림98> 동작 표현 이미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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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8>속 장면은 상대방을 향해 애타게 손을 뻗는 동작을 묘사한 장

면이다. 두 손과 몸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화면 안에 등장하는

타이밍과 움직임에 미묘한 차이를 둬, 동작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향성

뿐 아니라 내포하고 있는 캐릭터의 심리도 엿보일 수 있도록 연출 된 장

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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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미지 표현

1) 질감

작품의 얼굴인 이미지 작업을 확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바로

질감(texture) 표현이었다. 특히 캐릭터의 몸통을 시각화 하는 부분을 중

점적으로 연구했는데, 바로 <그림100>에서와 같이 캐릭터의 몸 내부에

서 붉은 공이 튀는 장면을 주요한 장면으로 묘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림100> “Le Mot” 중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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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이미지가 꽉 막혀있는 면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반투명하게, 즉 뚫

린 듯 비워져 있지만 가장자리는 막힌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림101> 질감 표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이미지

<그림102> “Le Mot” 속 캐릭터 질감 표현



111

2) 색상

영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색은 강렬한 붉은 색이다. 이를 위해 다른

요소들은 한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거나 낮은 채도의 색상을 사용해 표

현했다.

<그림103> “Le Mot” 에 등장하는 붉은 공

이처럼 공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표현 할 때도 붉은 색상을 사용했

다. 단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에 적용된 붉은 색의 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사용했는데, 영상 말미에 등장하는 ‘개구리’에는 붉은 기운이 거의 돌지

않은 색상을 사용했다. 이는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말의 의미가 점차 퇴

색되어가는 과정을 외형의 변화 뿐 아니라 색상으로써도 보여주기 위한

연출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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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4> “Le Mot” 속 동물의 형태와 색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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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음악

<Le Mot> 의 음악은, 2017년에 제작된 <달, 어디 있니?> 작업을 함께

했던 프랑스 OU ES-TU LUNE? 팀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OU ES-TU LUNE? 팀은 작사/작곡이 가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

진 보컬이 팀 내에 존재한다는 장점을 가졌다. 또한 영상과 어우러지는

음악극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만큼, 영상과 음악의 조화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뛰어난 팀이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애니메이션 속 주요 음악뿐

아니라 음향도 믿고 의뢰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달, 어디 있니?> 의 제작 과정에서 이미 언급했듯, 애니메

이션 결과물에서 음악 작업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반해 그러한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음향 감독을 섭외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따

라서 지난 작업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창

작 분야에 대한 존중을 확인했다면, 이 다음 작업도 함께 할 수 있겠다

는 믿음이 있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는 그들의 음악에 대한

개인적 기호도 한몫 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음악은 보통, 음악과 영상의 감정이 함께 가거나, 혹은 영

상에 표현된 감정에 비해 음악이 더 강한 감정을 가지거나, 또는 그 반

대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Le Mot>의 경우 영상에 표현된 감정과 비

교했을 때, 음악적으로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게끔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영상이 전반적으로 정적인 편에 속하는데, 자칫 음악에서 표현

되는 드라마가 강해질 경우 영상의 흐름이 음악에 휩쓸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음악은 화려하기 보다는 단조롭고 건조한 느낌으로 구성됐다. 보컬의

목소리가 가미된 효과음이 마치 공간음(ambiance)처럼 전체 음향을 메우

고 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감정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

이올린과 우쿨렐레 악기를 사용한 리듬감 있는 음악이 삽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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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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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5> 전시 설치 모습

<그림106> 전시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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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를 논문 작성과 함께 작업을 병행한 덕분에 여러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2007년에 제작했던 첫 단편 애니메이션 <감정, 그 날카로움>을

시작으로, 2017년에 제작했던 <달, 어디 있니?>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진행해 왔던 개인 프로젝트들의 흐름을 글로써 되짚어 볼 수 있던 것이

첫 번째 성과이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한번쯤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애니

메이션 제작의 기본 테크닉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통해 가볍게나마 논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무엇보다 이렇게 문장으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애

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정리해봄으로써, 내 작업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이전보다 깊이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은, 본 논문을 통

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확일 것이다. 이를 토대로 <Le Mot> 프

로젝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해당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에게 보

다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 프로젝트가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서울 산업 진흥원) 및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의 사전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되는데도 크나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편집이 완료된 영상은 마무리 편집과 음향을 더하는 후반 작업을 거쳐

최종 완성 작품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 된 영상은 곧 내 손

을 떠나, 내 ‘개인의 것’이 아닌, ‘영상을 마주하는 이들의 것’이 되어 다

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다양한

시선들이 이 단편 애니메이션에 머물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8번째 대장정을 마치며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무엇

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차 뚜렷하게 각인해나가고 있음을 깨달았

다. 이것은 즉 해당 장르를 제작하는 과정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으며, 철

저한 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또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함에 있어,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

함에 있어 더없이 좋은 자세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

런 자세가 팔딱대는 활어와도 같은 창작의 유연함과 생생함을 담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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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스스로에게 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창작 과정이 과연 좋은 창작 활동이 될 수

있을지, 그저 기계처럼 영상을 찍어내고 있는 것만은 아닐지 자발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이 논문을 통해 작업 공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개인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으로만 그저 만

족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틀을 언제든 벗어 던질 수 있는 과감한 도전

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이 논문을 통해서 해당 장르의 제작을 꿈꾸는 이들이 더욱 뛰어

난 작품을 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적당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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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ort animation "Le Mot"

-focusing on the four key expressions of short

animation-

Baek Mi Young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short animation "Le Mot", focusing on the four key expressions

of short animation.

The four main expressions mentioned above are the seven

expressions of short animations produced from 2007 to 2017, and the

main expressions that the artist considers most at the time of

animation production are spatial expression, motion expression, image

expression, and expressions of narrative.

In this paper, I explain the role and importance of each expression

in animation production, and explain the process of how it is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the actual work based mine and other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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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This paper also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seven short

animations planned before, the environment at the time of the work,

and the achievements and remaining tasks of the produc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TV genre,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creating

economic value, and full-length animation for the theater in which

capital is input, represent the genre, while the short animation with

short running time in 20 minutes is more experimental, as an art

genre.

However, nowdays the boundaries between current video genres are

blurred, and the difficulty of identity and role as a writer who is

making hand drawing animation in the limited. Within situation, I

tried to discuss my origin and role as an short animation author. For

the last, I will explain clearly the intention of the 8th short animation

project "Le Mot", and systematically describe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work based on the four animation expressions discussed above.

keywords : short animation, animation, visual design, short

movie

Student Number : 2016-2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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