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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추상적이고 표현하기 힘들며, 형이상학 개념 즉 예를 들어 철학
과 종교 차원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ING”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어떻
게 연관성이 있고, 은유적 부호 수식 기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상징적인 부호
로 전환할 수 있는 지 연구하고, 또한 3Dmotiongraphic의 형식을 응용하여 그
것을 시각화하는 연구를 진행함에 목적이 있다.
인류가 출생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 대자연의 현상,
제사와 관련한 행사, 사냥하는 상황을 기록하는 데 추상적인 부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간단히 부호화 한 후
더욱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고, 이에 후세의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선인들이
남긴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자는 바로
그 가운데서 발전해 온 인류의 위대한 업적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전환을
통하여 인류는 자연계, 종교, 철학, 생산 및 생존 등의 복잡한 내용을 간단한
부호로 바꾸었고, 현재 인류생활 가운데 각종 영역에서 나타나며, 인류 생명
의 각각의 단계에서 공존 해 왔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부호를 통하여
대부분의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심층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인
류의 사회적 관계, 역사, 풍부한 내면과 정신의 세계, 종교와 오락 모두 각종
의 부호로 질서와 무질서의 결합으로 조합하여 표현해 낸다. 그것들은 종종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
킨다. 사실상 인류가 오늘의 이러한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이르
렀을 때 물질이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켰지만, 전세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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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다. 전쟁, 각 국가간의 다툼,
난민, 재해, 끝없는 욕망과 자원의 고갈, 환경의 악화, 물질의 발달로 이미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었고, 이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자연
계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이야 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사고하기 시작했다. 단지 물질적인 추구만으로 자신의 욕망을 만
족시키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ING’이 문제와 관련한 정확한 답
은 존재하지 않거나 각 사람의 마음에 자신만의 답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 이
러한 개방형의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부호 수사학 및 추상적 개념과 부
호 사이의 전환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종교와 철학, 과학 등 방면의 관
점을 이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상징적 부호의 전환을 진행하고, 그것을 8-9
분 가량의 3D motiongraphic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보도록 인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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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We can easily forgive a child who is afraid of the dark; the real tra
gedy of life is when men are afraid of the light”--Plato
“어둠을 두려워 하는 아이에겐 관대해질수 있다. 삶의 진정한 비극은 어른
이 되여 빛을 두려워 하는 것이니까.”—플라톤

인류는 기나긴 진화과정중에서 대자연의 지극히 잔혹한 생존법칙과 결사적
인 박투를 거쳐 자신이 생존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연을 개변하여 생기를
창조할수 있는 생산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왔다.

수십여만년 역사의 흐름속에

서 인류는 휘황찬란하고 풍부 다채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건립하였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 바비론 문명의 신비에 찬탄해 마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대 중
국선인들의 지혜에도 신복해마지 않는다. 특히 근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
전은 물질의 극대 풍부를 창출하여 냈으며 비록 세계적인 빈부의 차이는 아직
도 아주 크지만 대체적으로 인류는 상대적인 평화와 온정시기에 처하여 있다.
생명의 근본 목적은 행복하고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단세포 생물에서
고급생물인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법칙을 따른다. 사람의 제일 본질적
인 특징은 쾌락과 고통을 구별하는데 있다. 하지만

풍부한 물질, 발달된 경

제는 진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함을 느끼도록 할수 있을까요?
OECD（경제협력과 발전조직）에서 better life index에 관하여 세계상의 나라
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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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housing conditions and spendings (e.g. real estate pricing)
Income: household income and financial wealth
Jobs: earnings, job security and unemployment
Community: quality of social support network
Education: education and what you get out of it
Environment: quality of environment (e.g. environmental health)
Governance: involvement in democracy
Health
Life Satisfaction: level of happiness
Safety: murder and assault rates
Work-life balance
이런 위의 여러 방면의 데이터의 통계에1 근거하여 얻은 행복치수를 보더라
도 아주많은 연구결과가 이미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과 금전은 사람들
의 행복감을 결코 좌우지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물론이고 스피노자 혹은 칸트도 더 말할나위 없이 그들이 행
복에 대한 이해는 모두 정신영역에 근거한것이고 그들은 인간의 제일 큰 행복
은 정신상의 쾌락과 향수인것이다고 밝혔다.”2
인류와 동물의 구별도 역시 정신상의 추구, 영혼속의 추구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신영역추구를

물질적인 추구와 결합시킨다면 비로서 인생의 최대행

복이 되는 것입니다.그렇지만 만약 정신상의 추구를 감소시키거나 포기한다면
순수하게 물질로만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경우에 이러한 행복감은 짧
을 것이고 정신상의 공허감을 초래하여 반대로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으

1
2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1
Xuan Hu: 카네기 성공지도 전서, Shenyang Press,2004-3,ISBN:978754410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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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유럽의 철학가들은 절제를 숭상하고 절제를 최대의 미덕이라고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점을 수행해내려면 지혜가 필요한것이다. 지혜는 IQ도 아니고 ，
EQ도 아니며 ，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봐낼수 있는 능력이고 자연규율을 료해
할수 있는 능력이며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또한 자신의 정신상태를 정상
적인 범위내에 공제할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만년에 와서 세상사를 돌이켜 볼때야 만이 무엇이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되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
면 그들은 욕망과 도덕의 속박에서

벗어 날수가 없게 되여 암흑속을 힘들게

헤메였을뿐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시도하지도 못한것이다. 그들이 간신히
찾았을 경우에는 이미 늦은 바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대해 인식과 이해하는 것을 모든 철학과 종교가 탐
구하고 있는 문제 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흔히 눈앞에 놓여 있는 사물에 미혹
되여 아주 쉽게 과도적인 욕망에 의하여 공제되기 마련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우리의 신심이 과도한 욕망과 도덕속박의 암흑속에 머물러 있음을 깨
달아야 하고 용기를 내여 그 한갈래의 지혜의 빛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을 잘 알고 자연과 한몸으로 융합되여 정신층면의 행복을 획득하
는데 있다.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
…”
이것은 바로 몇천년이래 철학과 종교의 영원한 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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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배경
인류는 탄생되여서부터 의식과 지식의 전달이 인류가 진화발전하여 나감을
추진하는 한가지 기본요구로 되였다. 이 기초상에서 언어시스템이 산생되였고
인류는 언어의 교류를 통하여 생활과 생산속에서 취득한 보귀한 경험을 타인
과 후대들에게 전달하여 줄수가 있었다.시간과 공간의 제한 그리고 경험과 지
식량의 부단한 루적은 구전신수의 방식으로선 도저히 인류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였고 심지어 사회의 발전을 저애하였다. 인류는 새로운 방식을 찾
아서 정보전달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을 박절히 느끼기 시작하였
다.
당연히 인류는 지식 ,경력 등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일부 구상적
인 물체에 대하여서 간단히 기호화시킨후 편하게 기록하여 전파할수 있음을
아주 빨리 발견하게 되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원고의 벽화에서(그림1) 우리들
은 원시인류들이 주위의 사물과 개념에 대한 탁월한 기호화 능력을 뚜렷하게
감수할수가 있다.

<그림 1>

Magura Cave 중의 원고벽화
4

“기호가 없으면 인류는 사유할수가 없고 그냥 동물에 빡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기호는 사람의 본질이다. 기호가 단순한 감각이 아닌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였다.”3
이렇게 최초로 이루어진 보호화된 자연은 최초의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넓은범위에서 정의하면 예술작품의 존재와 인류의 활동역사의 길이는 거의 맞
먹는다고 할수 있다.
원시시기의 예술기호는 벽화 그리고 일부 그릇위에 새겨진 도안을 포함하여
단순히 물질세계에 대하여 진행한 기록이였을 뿐이고 기호에 대하여 기타 내
용을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수렵장면, 동물의 종류, 제사장면 등등이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보기에는 이런것은 단순히 능지+소지가 조합
된 기호이고 기호표의의 제일 층차에 속한다고 인정하였다. “소지의의”는 제
일 층차의 기초상에서다시 한층차인 소지를 가미하여 기호표의의 제이층차를
조성함으로서 “내함의의”라고 일컬는다. 그 대표적인 산물은 문자의 산생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일찍나온 문자들은 모두 표의적인 상형문자이다. 수메
르인의 설형문자, 고대 이집트문자와 중국갑골문의 구성을 보게되면 문자의
기호는 묘사의 대상을 대표할뿐만 아니라 인신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집트문자중 태양을 대표하는 문자는 동시에 빛과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림2)
당연히 기호의 내함의미가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은 주요하게 종교의 내
용을 표현하는 것이 였다. 예술이 탄생하던 초기에 벽화중의 원시인들은 부락
의 토템을 에워싸고 춤을추고 노래하면서 열광적인 종교의식을 거행하였다.
원시적인 예술가들은 이러한 행위와 장면들을 기록하여 놓았다. “동굴벽화는

3

Susanne K.Langer：Philosophy ina NewKey，Beijing：Beijing Broadcasting UP, 2002，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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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갑골문의 “일(日)”자

종교가 남겨놓은 최초의 선명한 흔적이라고 하겠다. 그때로부터 종교와 예술
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하여 왔다.” 4 원시인들이 종교에 대한 신앙과 무
술에 대한 숭배는 원시예술이 산생되고 발전할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겠
다. 그러나 종교의 시작은 바로 인류가 여러가지 미지적인 자연현상과 영험
(靈驗)의 흔적에서 오는 경공과 위구가 올적에，천체와 자연의 힘을 물화시킨
후 형성되였다. 원시적인 종교와 예술은 아주 강한 공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의식과 회화를 동하여 자연계에 부복(俯伏)하여 절하고 이런방
식으로 수렵성과를 늘리고 천재인화를 피하여 생산력과 번식등을 제고하고저
하는 바램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였다. 그리스 철학가 태아지네스（Theagenes
of Rhegium）는 그리스인의 신명적 원형은 바로 자연계의 여러가지 현상이라
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불을 대표하는 아폴로（Apollo）， 물을 대표하는 포
세이돈（Poseidon），번개를 대표하는 제우스（Zeus）등등이다. 훗사람들은 아
주 많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러한 신명들의 몸에 부여하고 그들에게 상징물도
부여하였다(그림 3). 이것은 초기의 기호 개념이다.

4

Jacques élie Faure: trans. by Zeqian Zhang, Yanfeng Zhang，A world History of Art，2004，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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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3> 그리스 중신들의 상징물

5

https://en.wikipedia.org/wiki/Twelve_Olymp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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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러한 개념전환을 통하여 자연계, 종교, 철학, 생산 및 생존등 복잡
한 내용을 간단한 기호로 전환시켰다. 기호자신은 자기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
지지 못한다. 그 존재이유는 그 소지에 있을 뿐이다. 이럼 기호들은 인류생활
속의 각 영역에 출현되고 인류생명의 각 단계에 수반되며 모르는 사이에 인류
사유와 정신적인 층면의 변화에 감화 작용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
성적인 기호를 통하여 아주 많은 초현실적인, 허환적인, 심층차, 다층차의 개
념을 전개한다. 예를 들면 20세기 90년대 중국 푸양(濮阳) 서수파 고분 유적
지에서 출토된 약 6500여년전의 묘혈을 놓고 말하면 묘혈중앙은 묘주인이고
주위에는 말조개 껍질로 배열해 놓은 룡, 범, 북두를 볼수 있었는데 이는 천
문학상의 성상도와 부합되였다(그림 4). 묘주인이 위치는 북극성이였고

룡,

범, 북두는 제마끔 천상의 성좌를 대표하였다. 동시에 주위 순인의 진열방향
도 일년 사계절의 의미를 표달하였다.

<그림 4> 푸양 무덤 점성술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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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고대인류예술사 발전과정중에서 예술은 언제나 서술의 역할을 하여
왔고건축물이거나 공예품에 존재하며 표현되여 왔다. 하나하나의 종교와 철학
기호는 언제나 지향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예술품중에 인입된후
종교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읽어 볼수 있는 동시에

사람들의 고통, 수요, 환

상과 착각등의 선명한 견증을 배어내였으며 암흑과 혼란속에서 원고시기 인류
가 전행하여 나가는 도로를 밝게 비춰주었다. 여기에서 창작의 개체는 강조되
지 않았고 장인들의 군체로 존재하였으며 기호가 예술표현의 주체로서 자기의
체계를 이루었으며 매개 부호는 모두 그 고정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문예부흥의 뉴웨이브하에서 예술은 상징주의에서 자연주의로 탈변하
기 시작하였다. 즉“그때로부터 아세아, 유럽 양지의 예술표현 스타일은 시간
상 평행되게 발전하였다.” 6 동방에서 각 예술가들은 이미 자기의 성숙된 예술
풍격을 형성하였다.유럽에서는 유화가 흥기하면서 예술가들은 예술품위에 서
명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개채의 스타일로 사회에

사회에 숙지되면서 예술

품은 통일적인 형식에서 개성적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였으며 일원에서 다원
으로 과도하여 중세기의 관념에서 현대정신으로의 전변을 실현하였다. 이태리
문예부흥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우리들에게 토로한 바와 같이 회화는

필경 개체의 언어이고 색체의 농담, 명암, 대비, 과도등으로 내심충돌, 모순과
비묘한 정감을 표현하는 예술가의 언어이다. 이러한 예술부호는 예술가들이
개인의 감정과 사유를 부여하여 한폭한폭의 전세명화를 구축하였으며 기호의
상징성 공능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결합되여 한건한건의 예술작품에 심각한
함의를 부여하였다.
인류의 사회관계, 역사, 풍부한 내심과 정신세계, 종교와 오락등은 모두 여
러가지 기호가 유질서 혹은 무질서적인 결합을 통하여 조합되고 쌓여져 표현
6

Jacques élie Faure: trans. by Zeqian Zhang, Yanfeng Zhang，A world History of Art，2004，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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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였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시간과 공간의 국한성을 초월하여 시대의 변화에
근거하여 새로운 함의를 산생시킨다. 기호의 해석자가 바뀌면서 기호가 가지
고 있는 의미도 다르게 변하였으며 작품의 정의도 부단히 전진하였다.
이 역시 기호학자신의 사유방식 즉 개방개념이다. “개방개념은 기호학이 임
의의개념에 대한 태도이며 장르로 하여금 문화규정성의 속박력과 규정을 뚫고
나가는 개창성사이에서 바란스를 취득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형문본과 문본
사이에서 동태적인 평행을 얻어내는 것이다.” 7 기호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개
방개념하에서 예술작풍의 외재형식과 주제의 관계가 대응될수 있으며 능지와
소지는 임의성적인 관계이고 내재적인 관계가 없으며 소지도 고정적인 보편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것은 소쉬르의 이론핵심의 하나이어서 기호
는 연상을 통하여 상호 교체하는 원소사이의 대비를 할수 있으며 더욱히 하나
의 개념 서열을 조성할수 있다.
“천사람의 안중에 천개의 햄릿이 있다 ” –셰익스피어.
이렇게 보면 모든 예술작품은 비록 작자의 동기를 품고 창작되여 나왔지만
작품들은 모두 대표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작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작
품의 의도라고 말할수 없으며 기호의 작용을 통하여 관중들은 머릿속으로 자
기가 가지고 있는 능지와 소지에 대한 인지에 근거하여 부동한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다.

1.3. 연구목적

본 연구는 희망컨데 다원화적인 방면에서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ING”에 관하여 상세히 논술하고 이 철학
7

Yiheng Zhao: Semeiology: principles & problems，Nanjing University Press ,2011,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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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테제의 답안을 얻으려고 한다. 테제로부터 착수하여 철학, 종교, 심리학
등 방면의 상관된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추상적인 철학과 종교의 개념을 기
호학의 서술수법과 이상의 내용을 결합하여 5분좌우의 동영상을 완성하고저
한다.

1.4. 연구방법

제일보，기타 상관 예술작품과 영화작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호학
수사법 및 영화기호학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본 작품에 적합한 내
용표현방식을 찾아내고 동시에 개념기호화의 방식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를 진
행하고저 한다
제이보 ，철학과 종교와 심리학의 이론중에서，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찾고저 한다.그리고

WHERE DO WE GOING” 이 철학테제의 답안을

중심논점을 찾은후 분석하여 기호화 시키고 기호수사법

으로 다시 조합시켜 시각화의 기초를 구축하고저 한다.
제삼보, 단편명명을 하고 제일보와 제이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내용에 대
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서 시스템화한후 내용줄거리와 극본의 창작을 완성한다.
제사보，적합한 화면 표현 스타일을 찾아서 그 구도, 표현수법, 색채구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제작계획을 제정하고 제작방법을 확정한다.
제오보， 극본에 근거하여 사전에 정리하여 놓은 부호원소들을 주요화면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화면에 근거하여 이야기판을 그려낸다.
제육보，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연구하여 정체적인 내용을 실현하여 최종적으
로 전편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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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호의 수사법(Semiotic rhetoric)

2.1. 기호학 기본계념
기호학이란 이 개념은 맨 먼저 17세기 영국철학가 존 로크가 제출하였고
과학을 3대류로 나뉘였다.즉 철학, 논리학과 기호학이다. 현재 기호학은 주요
하게 두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20세기 스위스 언어학및 기호학가
이시고

현대

기호학의

아버지이신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제출한 이원구조, 즉 기호(sign)는 능지와 소지로 구성되였다
고 인정하였다. “ 능지(signifier) ” 는

기호의 캐리어이고 기호의 물질층이다.

“소지（signified）”는 기호의 의미이고 기호의 의미층이다(그림5). 인류는 감
각기관을 통하여 능지를 감지하고 그후에 그 소지에 연계시킨다. 양자가결합
되면 기호는 의미를 산생한다.그 분의 이론중에는 몇개의 핵심내용이 포함되
여 있다：
- 능지와 소지는 예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이다.
- 기호의 능지와 소지사이의 연계는 임의성을 가지고 있고 내재적인 연계는
없다.
- 능지와 소지의 관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 소지는 상호 교체할수 있는 원소들을 연상하게 할수 있다.

소쉬르의 기호학 관점은 언어학 방면에 많이 치우쳐져 있으며 미국의 기호
학가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의 관점은 언어학의 모식에 따
르지 않고 그가 제출한 기호 의미 표달의 여러가지 논거는 기호학의 범위를
비언어식 심지어 비인류기호의 층면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그럼으로서 예술
12

<그림 5> 소쉬르의 기호 모델

방면에서 보게 되면 퍼스의 이론은 더욱더 예술방면의 연구에 적용이 되는 젓
이다. 그 분의 이론중에서 기호는 세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 신호（signal）：기호와 객체사이에는 물리적인 링크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
고 있다.
- 아이콘（icon）：기호는 객체의 외표면과 유사하다.
- 상징（symbol）：문화상징에 속하며 자연의미가 아니다.

퍼스를 놓고 말하면 기호의 의미는 해석에 있는 것이다. 기호 하나가 출현
된후 감각기관에 의하여 포착되였을 경우에 기호의 의미는 정보를 접수하는
자의 해석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이것은 기호가 자신외의 의미로 자신을 지향
하게 한다.(그림6) 예술작품 본신은 한가지의 기호로 볼수 있지만 진일보의
의미는 관객들이 부여한것이다.관객들이 없으면 예술작품 본신은 아무런 의미
가 없다.
그는 “우리는 기타 사물을 꿰뚤지 않으면 기호 본신을 구상할수 없다”고 얘
기 하셨으며，여기에서 기호는 정보 집합체로 변화되였다. 기호는 예술의 한
조성부분으로서 정체속에서 의미표현을 책임지는 부분이다. 예술품 본신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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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피어스의 기호 운영 모델도

나의 기호문본이라고 볼수 있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물
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감오、 시사에 대한 관점등등을 색채、 소리、
구도、 대비、 명암등등 방법으로기호화를 진행하였다.
개념의 기호화, 즉 감지한것에 대하여 의미 해석을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
에 대처하는 기본방식인 것이다.무의미한 경험은 사람을 공포속으로 몰입시킥
지만 기호화는 세계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감지의미를 부여하게 하여줄수 있고
기호화만 하게되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도 역시 새롭게 의미를 해
석해낼수 있다.9
예술표현중에서 특정된 모체 및 의미사이에 존재하는 연계는 문화지식에 근
거하였고문자형식을 통하여 시 혹은 산문에 실려 자세히 완성된다. 시각재현
8
9

Li Jianwei: 符号学是什么？从艺术作品谈起，p8
Yiheng Zhao: Semeiology: principles & problems，Nanjing University Press ,2011，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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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자형식을 통하여 설명되지만 시각범주 혹은 상징이 문자의 모습으로 출
현되면 더욱 정확하고 완비하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 마음의 지혜를 놓고
말하면 시각재현 형식은 어떠한

대등한 자면의미보다도 더욱 생동하고 직접

적인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들은 역사상에서 명화에 관한

해독을 자주 보게됩니다. 예를

들면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와 같이 최초에 많은 사람들은 초상화로 귀속
시켰으며 종교거나 상징형상과는 아닌것으로 보아 왔다. 그래서 여러가지 해
석방식이 생겨졌다. 예를 들어 말하면 프로이드는 모나리자가 다빈치의 연모
정결을 표현하였다고 인정하였었다.그러나 현대에 와서 <다빈치 코드>라는 책
에서 보다싶이 모나리자에 대하여 새롭게 해독하였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
이 해독자 자신을 반사해 낸다.
오늘날 정보폭팔의 년대에 이르러서 시각문화가 흥기하면서 지식의 시각화
와 도상화를 유도하였고

생활스피드가 빨라지면서

였고 기호학은 이미 우리의 생활속 방방곳곳에

문학은 몰락하기 시작하

융입되였다. 영화, 뮤직, 디자

인, 건축등 예술영역은 물론이고 홍보, 상품, 패션, 께임, 스포트, 경기, 교육등
문화부문이거나

혹은 도시, 고고학, 종교, 아문화, 민속, 축제, 생태등 사회방

면에서도 기호학이 가져다준 영향을 볼수가 있다. 우리가 보게 되는 회사의
브랜드 디자인, 스마트 폰의 인터페이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텔레비전과 영
화의 내용등은 모두 기호학의 범주를 떠날수 없다. 그러므로 “21세기는 기호
학의 세기이다 ”고 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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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호 수사법의 분류

21세기문화중심의 전향은 직접 전통수사학의 복흥을 일으켰다. 가면갈수록
많은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에 근거하면 “신수사학”의 주요한 발전방향은 기호
수사학이다. 일단 수사학이 기타 경로 (도상, 실물, 소리등)에 들어가거나 기
태 매개 (영화와 텔레비전，연출，츠포츠，시합，홍보，뮤직，비디오 게임)에 들
어 간다면우리들은 수사 방식이 각종 매개에서 거의 모두 공유하고 있음을 발
견하게 되고 경로 혹은 매개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그러므
로 기호비유는 모두 “개념비유”이다. 10 기호의의미표달은 언어의 의미표달과
같이뚜렷하지 못하다.그것은 언어문자처럼 접속사 혹은 명사를 가지고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해석에 의거하여야만이 그 내용을 담을수 있다. 하
지만 그 우세는 직관적, 자연적인 시각원소를 인용하여 본래의 개념과 비유를
진행하는데 있다.
개념비유는 영문으로 Metaphor이라고 하며 일종 개념의 전환에 상당하고
두개의 뇌동하거나 유사한 개념사이에서 서로를 링크해 주는 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관객들로하여금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호에 근거하여 기타 방면의 감
수와 인지를 일으키게 한다. 어떤 비유는 예를 들면 화(불)로 분노를 대표하여
일상생활에서 “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것은 나를 화나게 하였다.”,
“그녀의 허정가의적인 사과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았다.”，“말다툼후
그는 며칠동안 노화를 식히지 않았다”11 표현하는데 이것은 모두 문화와 언어
를 초월한 수사이다. 그러므로 철학과 종교의 비유는 본잘상에서 보게 되면

10

Yiheng Zhao: Semeiology: principles & problems，2011，p187
Mark Johnson and George Lakoff, “Conceptual Metaphor in Everyday Language” in (ed)Mark Johns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London; Baker&Taylor,198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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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였다.
비유중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명유（Simile）
명확하게 접속사를 통하여 본체와 유체의 관계를 천명한다. 은유에 비하면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한정이 보다 크다.작자의 입장이 아주 명확하다. 예를 들
면：“아름다운 아가씨는 금방 피여난 한송이의 꽃과도 같다.”

탁우（Allegory）
탁우는 한가지의 확전된 비유이고 은유중의 하나이다. 예술사상에서 광범위
하게예술작품중에 응용되였으며 그 특점은 복잡한 생각과 개념을 간단하게 관
객혹은 청중들에게

표현하여 드리는 것이다.

와전（Catachresis）
와전은 한가지의 언어적 오독이다. 부동한 문화배경하에서 다른 의미를 나
타낸다. 그리고 혹은 고의적으로 용착하여 특수한 효과를 야기한다

우언（Parable）:
우언은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 산문 혹은 시가를 통하여 하나 혹은 여러개
의 의미가 있는 경험이거나 원칙을 설명한다. 동물, 신, 식물, 그리고 생명을
부여한 비생물로 인류배역 과 사회상태를 비유하는 것이다.

쌍관어（Pun）:
쌍관어는 한가지의 문자게임과 유사하다.문자사이의 발음이 상사하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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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형이 상사한것을 이용하여 다른 뜻을 나타내여 통상적으로 그 목적은 재
미있고 유모아적인 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이것은 지역과 언어문화배경의 제
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표현하여야 하고

포용성

적으로 개념을 기타 다른 영역에 연신하여 나가서 더욱 많은 층차의 함의를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작품의 기호수사수법의 표현에 가장 적용되는 것
은 탁우의 방식보다 더한 것은 없다.

2.3. 탁우의 서술방법과 내용구조 연구

2.3.1.

탁우의 계념

“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William Shakespeare,

“이 모든 세상은 일종의 무대와 같아,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단지 배우에 불과하지,
그들은 그들만의 퇴장과 입장이 있어.”

------세익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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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탁우는 통상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회화, 조각, 일부모방과 기타 표현예술로 비유하는 방식이며 문학예술
작품중에서 제일 자주 쓰는 기호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세익스피어의 작품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세
계와 인류를 무대위의 배우로 비유하였으며 생사를 등장과 커튼콜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예술언어중에서 탁우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

- 아주 복잡하고 깨닳기 어려운 내용의 기초상에서 아주 대폭도의 전변을
창조함으로서 관객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단어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
상할수 있게 하였다.(표1)
- 탁우는 기호, 도형, 형태, 동작, 시간등을 사용하여 숨겨져 있는 함의를
표현할수 있다.
- 탁우는 자면의미이외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전달할수 있다.

탁우의 경전적인 사례로는 플라톤의 동굴보다 더한 것은 없다. “ Plato’s
cave”
플라톤의 동굴은 “이상국” 서칠(”The Republic” bookⅦ) 로부터 나왔으며
플라톤의 철학경향이 가장 심각한 어구중의 하나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죄수들은 어릴적부터 이 동굴에서 살았고 머리, 목, 다리, 발은 묶
여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뒤를 돌아 볼수도 없어서 앞으로만 동굴의 산
벽을 보게 되였다.그들의 뒤면 멀고 높은 곳에서는 어떤 물건이 타면서
불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빛이 산생한 그림자를 담론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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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만 거꾸로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진실적인 인생사물
임을 믿어 마지 않았다. 죄수들사이에서도 모종의 선거가 진행되였고 어
떤이들은 그중에서 존경과 영광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판별에 유능하
고 지나간 영상의 순서에 대하여 제일 잘 기억하여 뒤에 나오게 되는 영
상에 대하여 제일 잘 예측하는 자는 장려도 받았다.
후날에 머리가 명석하고 슬기로운 사람 한분이 한 죄수를 도와서 감금
을 해제하고 미오를 교정하여 준후 그림자가 생기는 원인을 보게 하고
나중에 죄수를 데리고 동굴에서 탈출하여 나오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죄
수는 초기에 바깥세상을 적응하기 어려웠다(태양). 아마도 점차적으로
습관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그가 진정으로 빛이 나는 원인이 태양 (진
리를 비유) 인것을 알게 되였을 적에

다시 지면상의 일초일목과 그림자

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당초에 혈거할때의 지력수준과 감금중에 있는
동료들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이런 변신이 천만다행인줄 새삼스럽게 느껴
지는 한편 동료들의 처지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만약 그가 곧바로 지혈속으로 돌아가 원래의 위치에

앉아 있으려면

반드시 해빛을 떠나서 다시 지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그러면 그의 눈은
암흑속에서 아무것도 볼수가 없게 된다(적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자더러 지혈중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겨루어 보게 하면 그자는 조롱을 당하기 마
련이다. 죄수들은 그자가 위에 올라갔다

돌아오더니 눈이 멀었다고 얘

기할것이고 위로 올라가려는 생각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할것이다.
만약 이자들을 도와 석방하여 주고 위로 데려다 줄 사람을 죽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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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자들은 서슴없이 살해를 진행할것이다！”12

종교,정치, 사상, 개념, 감정,철학

Abstract

Conceptualization

Allegory
Semiotics
(Film Semiotics)
Graphics

Action

Image

문학

시가

예술

관객

사회

경력

지식

경험

개인의 감성과 이성적인 인지
<표 1> 영상작업에서 우화표현 방식의 효과

여기에서 플라톤은 하나의 동굴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를 비
유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우리가 출생하여서부터 곧바로 고정적인 가치관과
12

https://zh.wikipedia.org/wiki/地穴寓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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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종신토록 이러한 체계속에서 살게 되므로 현실에
서 탈출하여 나와 진실한 세계(진정한 지혜를 깨닳음)를 볼수가 없다고 인정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처럼 철학가들이 사물의 진리를 통찰한후

다시

대중속으로 들어가서 명백히 논술하여 드리려면 오히려 이류로 취급받기 쉽다
고 인정하였다.
플라톤 동굴의 내용구조는 아래의 그림으로 전화시킬수 있다.(그림7)

Inside the Cave - Visible R

Outside the cave – Invisible Realm

ealm
World of Appearances

Intelligible World

Images

Visible thing

Mathematical objects

Forms

A Imagining

B Belief

C Thinking

D. Intelligence of Knowledge

<그림 7> Plato’s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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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징의 계념

영문중에서 “symbol”은 동시에 “기호”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개념상 좀 명백하지 못하다. 역사상에서 수많은 기호학가들이 상징의 개념에
대하여 쟁론을 한적이 있다. 예를 들면 소쉬르는 symbol 이라는 단어는 그가
“기호”에 대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인정하였고 에리히 프롬은 기호는
상징의 한가지이며 상징이라는 개념중에 포함되여 있다고 인정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기호는 옅은 층차에 속하여 있고 상징은 깊은 층차에 속한다
고 인정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호는“직접적” 이고 상징은 기호뒤에 잠재
하여 있는 의미이다고 여겼다.
사실상 “어떠한 상징이든지 원래는 모두 비유였으며 상징은 일종 독립된 수
사 방식이 아니다.상징은 이도 수사 방식이고，비유의 도리 근거성이 일정한
정도로 상승한 결과이다”13, 예이츠는 예전에 말씀한바가 있다, 즉 “은유가 아
직 상징으로되지 않았을 적에는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심각성을 구비하
지 못하고 있었고상징으로 되였을 때야만이 비로서 제일 완미하게 된것이다”
(그림8)

<그림 8> 본체，비유와 상징의 관계

13

Yiheng Zhao: Semeiology: principles & problems，2011，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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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서 상징은 한가지 추상적이고 형용할수 없
는 소지로 된다. 예를 들면 종교, 철학개념등이다. 그리고 상징의 표상방식은
다종다양하다. 단일한 기호에서 조합된 대규모의 문본기호; 표상에서 도형으
로 또 다시 문본경상으로 전이되는 동시에 언어와 매개를 뛰여 넘는다.
내용으로 보면 상징방식은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정신경지

정신경지의 상징은 비교적 추상적이다.통상적으로 보면 뜻을 해석하기 어려
운 내용이거나 혹은 일종 정신측면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이런 상징의 형성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내지 못한다. 예를 들면 불교는 연꽃으로 표현한다.



언어협음

언어협음의 상징은 각문화영역에서 모두 볼수가 있다.상사한 표기법 혹은
상사한 자형 및 발음을 이용하여 상징물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중문중에는 “早生贵子(조생귀자)”의 발음이 각기 대추, 땅콩, 계원,
해바라기씨에

대응되여

신혼시기에

신부의

올려놓고 상징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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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위에 이러한

농작물들을



문화표현

문화표현의 상징은 지역적인 국한성을 가지고 있다. 부동한 문화속에서 문
화상징은 다르다. 이러한 문화상징은 특정된 문화환경속에서만 유효하다. 예
를 들면 중국에서 용은 권위를 상징하고 지고한 황권을 의미하는 데 유럽에서
는 사악함을 상징한다.



수자학원형

수자학원형은 수자가 문화중의 상징기호로 변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흔히
볼수있는 것은 세계상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자는 12이다. 사람들
은 이 수자를 좋아하면서 수많은 내용들에 인입되였다. 예를 들면 12성좌, 12
지지, 예수의 12문도, 나폴레옹의 12원수등등이다.



문화를 초월한 사회성상징

사회성상징은 문회를 초월한것이다. 소유의 인류의 공식，이런 상징들은 세
계상에서 항상 공인하고 있고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달의 상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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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연구에서는 상징의 기본 모형을 확립할수 있다. (표2)

<표 2> 개념이 상징으로 전화되는 모형

2.3.3.

탁우의 표현방법

탁우를 사용한 기호수사방식을 확정한후에 탁우의 표현방식에 대하여 진일
보 분석하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앞에서 진술한바와 같이 예술작품의 기본개념은 작자가 부여한것이다.그러
므로 한예술작품의 내용에 대하여 부동한 시대, 부동한 지역, 부동한 환경, 부
동한 관객에근거하여 판독한 내용이 같을수는 없다. 그리하여 본연구는 학술
계에 존재하고 있는 주류관점에 대하여서만

분석하고 기타 관점들은 본연구

에서 채용하지 않으려한다.

평면작품중에서 탁우의 표현방법

역사적인 유명한 탁우 스타일 예술작품 내용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탁우의
예술표현형식은 대략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당연히，매개의 작품은 단일한 전달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분명하
게 세가지 전달방식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작품중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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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한 전달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려 한다.

A. 감성전달

화면구성, 빛, 색채 및 이미지 등을 이용해서 관객의 사고를 유발하는
동시에감성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림 9> The Solitary Tree" by Caspar David Friedrich

예를들면 Caspar David Friedrich의 유화작품 “The Solitary Tree”(그림9)
화면에서 비뚤어진 가지를 가진 나무와 주변 광활한 환경은 관객에게 긴장,
불행과 고독한 느낌을 준다.

B. 기호전달

기호전달방식은 개념을 기호화시킨후 다시 그것들을 일종의 초현실적인 화
면으로 조성함으로서 이성적이고 나직성적인 정보를 괸객들에게 전달할수 있
27

다.
보통 작자는 맨먼저 표현하고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후 키와드로 전화시키
고 계속해서 키와드를 탁우의 방식으로 개념교체를 진행한후 기호화시키고 최
종적으로 화면을 조성한다.
예를 들면 두어 러의 저명한 판화“Melencolia I”： (그림10). 이 작업에서 작
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하느님–사투르누스–무지개–세계의 창조, 인류–유피
테르–지구–세계의 측량”가지고 안에서 모든 개념들을 시각화, 기호화한 다음
에 제구성하는 것이다.
작업에서 나운 개념을 아래와 같다.(그림1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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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elencolia I“ by Albrecht Dü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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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elencolia I“에서 있는 상징기호

C. 암시전달

우화, 전설, 시가, 신화 혹은 가상 현실에 기초로

시사, 인물, 정치 등을 안

시하는 허구적인 장면.
예를 들면 Liu Yi의작업 <Beijing2008>(그림12)에서 마장을 하고 있는 여자
의 관계가 아시아 정치 상황을 은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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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

C
G

D
E

<그림 12> <Beijing 2008> Liu Yi

A：손문, 장개석과 모택동의 모양을 용합된 초상화 = 중국 100 년 간 역사
B：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서양 여자=미국
C：맨몸바람한 여자=일본
D：화려한 치마 입은 여자=중국
E：B과D 통시에 접촉한 여자=러시아
F：옆에 B와 서로 보고 있는 여자=대만
G：마장=미국, 중국, 일분, 러시아 아시아적인 이익 분쟁.

암시전달의 전변방식은 하나의 간단한 모형으로 그 구조를 표현할수 있다.

“중심사상-전환매개-새로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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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에 근거하여 <Beijing 2008>의 암시전달 전환방식을 얻어낼수 있
다.(표3)
중심사상이 매개 표현내용을 전환시킨다.

중심사상

전환매개

새로운 내용

<표 3> <Beijing2008>의 암시전달의 구조

D．세가지 전달방식이 작품중에서의 위치관계

세가지 전달이 예술릐 내함에서 표상에 이르기까지의 배열방식은 안에서부
터 밖 으로：암시전달—기호전달 —감성전달이다.
우선,암시전달 방식으로 표현하고저 하는 기본생각을 정의한다. 다음에 기타
추상개념 혹은 더 간단한 개념으로 전화시킨다. 그리고 기호표달방식으로 기본
생각중의 키와드와 개념을 시각기호로 전화시킨다. 나중에 감성전달방식으로
시각기호를 내용중에 가첨하여 서로가 하나로 통일된 정체를 이루게 한다.(그
림13)

32

감성전달
기호전달
색, 음, 이미지
암시
전달
계념 기호화, 시각화

중심 사상, 주제

<그림 13> 감성전달,기호전달,암시전달의 관계

영상작품중에서 탁우의 표현방법

영화기호학은 기호학중의 한부류에 속한다.일종의 직접 뜻을 가리키는 기
호학이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뜻을 가리키는 기호학이기도 하다. 영상작
품은 상대적으로 평면에 비하여 혹은 문학작품에 비하여, 우선 영상은 일종의
연속적이고 동태적인 예술형식이다. 비록 영상도 정태적인 그림이 조합되여
이루어 진것이지만 영상이 가리키는 뜻의 내용은 많은 경우에 모두 여러 화면
이 협동작용하여야 만이 체현해낼수 있다. 직접 뜻을 가리키는 영상의 내용본
신은 구조화, 조직화 되였고 동시에 어느 정도상 코딩당하였다. 영상작품에
대한 이해성은 일정 수량의 편단조합에 의뢰하여 산생된다.14(그림14)

14

Christian Metz: trans. By Li Youzheng，电影与方法：符号学文选，SDX Joint Publishing Company ,2002.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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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림과 영상의 기호구성 구별

동시에 영상예술은 전통예술과는 다른 일종의 종합성 매개에 속하며 조명,
미술, 촬영, 음악등등의 부동한 예술형식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비유의 표현방
식 및 표현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평면매체에 비하여 보다 다원화
되였고 복잡해졌다.(표4)
Allegory
시각, 화면 구성

서사방법

Sound

색채
편집 수법
화면언어

암시전달
기호전달
감성전달

BMG
Music
Sound effect

<표 4> The expression of Allegory in some parts of video works

본 연구에서는 영상작품을 제작하여야 함으로 탁우가 영상작품중에서 어떻
게 표현되는가에 대하여 일정한 연구를 진행하고 참고하지 아닐수 없다. 세가
지 전달방식의 기초상에서 유사한 영상작품에 대하여 기호수사층면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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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성전달

<I…Dreaming>는 미국의 저명한 비서사류 감독의 대표인물이신，스탠 브
래키지（Stan Brakhage）의 작품이다.본편중에서 감독은 영화의 서사공능을 없
애 버렸으며 무시간선（무기시，무종결），객관적인 각도（비전통적인 촬영기법）
및 대량의 대비（음악，명암，쾌만）를 사용하여 개념의 은유를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어느 방면의 공명을 일으키게 하였다.
-

무시간선，조약식 방영，화면과 가사중 키와드의 쌓임등은 관객들에게 사
고의 공간을 주었으며 동시에 반몽반성의 특점을 나타내였다.(그림15)

<그림 15> 필름위에 가사중의 키와드를 적어놓았다.

여러차례 출현된 천창은 충파, 천당, 진실과 허환을 비유하였다(그림16)：

<그림 16> 상징성적인 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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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통의 촬영기법，객관적이고 수의적이며 국부적인 시각으로 시간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버린 개념을 표현하였다.(그림17)

<그림 17> 객관과 국부의 시각

-

어린아이와 노인，활발과 완만，밝음과 암흑，안정과 소란，빠름과 늦음 등
원소의 대비중에서 생명,사망,사랑,비상등 은유의 개념이 산생되였다.(그림
18)

노인과 어린이

빛과 어둠
<그림 18> <I…Dreaming>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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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비

B. 기호전달

< I, pet goat ii >(그림19)는 2012 년에 루이 르페브르(Louis Lefebvre)만
든 미국의 정치, 사건 및 세계 문제를 표현한 짧은 3D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이 작업은 우화 및 영화 기호학에서 전형적이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
서 < I, pet goat ii >의 구조와 표현 방법에 대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19> <I, pet goat ii>

<I, pet goat ii>에서 중심 사상의 안시전달:

첫번제단계:
<I, pet goat ii>는 종교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타우화, 시놉시스를 만든다.
암시전달의 전환모형을 사용하여，우리들로 하여금 <I,pet goat ii>의 개념전
환과정을 얻을수 있게 하였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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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사상

전환 매체

a. 911 후에 미국은 중동과
기타지구 서로의 관게,
재난

표현 내용
1. Reptilian 은
민중(民众)에게 세뇌
및 세계의 정복

b. 유태인 세력 지배하는
미국 금융과 통화정책은
야기된 세계적 사회문제

기독교,
이집트 신화,
기타 중교

c. 경제 위기때문에
사람들이 현제 세계
금융시스템과 가치방향
대한 반성

2. 신 예수님의 부활의
길

3. 다른 종교와 민족은
성령의 불에 대한
보호

<표 5> <I, pet goat ii> 주제 allegory 화

그 다음에 Timeline를 완성한다.(표6)

세계의 붕탑
불교 인도교와
이슬람교와 미국의

기독교 정신적인

세계의 기형적인

이스람교의 재생

가치관은 신세대에
공제회 금융 시스
의 본질

템을 제어해서 아

소수민족은 성령

예수 각성하고

공제회 세우

의 불에 대한 보

공제회과 단절

는 금전 등

새러운 세계

급 제도와

프리카 중동 라틴
미국 정부의
본질

아메리카 및 아시

구식의 물질주의

질서 탄생

죄악의 마음

아에게 주는 재난

세계의 파괴

구식 교회 세

이 허전하는

력의 붕괴

것을 소멸

예수님는인
간으로

신 예수님 탄생

온다

<표 6> <I pet goat ii>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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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et goat ii>에서 표현내용의 기호전달:
<I, pet goat ii>에서 나온 모든 개념은 종교와 신화내용을 통해서 시각화.
(그림20) 편폭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동영상 시작 부분의 내용중에서 출현되는
상징기호만 나열하였다.

유태인

돈

조종 통제

망석중

공제회

죄악 사악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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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럽다

상어

이슬람교

의식

부엉이

미국의 재난

어리석은 인류

진화 미완성

재난 예언

와서
브프라임모기지

연소하고 있는 집 민
중에게 불공평

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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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이원성

민중에게 세뇌

뉴턴 제삼 법칙

상징주의

좌 우 뇌의 분리

잠재 의식

총통 임기 교체

대리자 바뀐다

불법적인 합법

정치연출
마스크 연기자

<그림 20> <I pet goat ii> 중 첫번제 부분에서 나온 상진기호의 전환 방식

이런 기호들을 조합시켜서 이 동영상의 시각화면을 구성하였다.

A

A.

Sumerian

B.

$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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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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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

I
G

H.

J
H

I.

J.

L

K

K.

L.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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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A

N.

M
M

N
P D

O.

D

P.

P

Q
Q

<그림 21> <I pet goat ii>의 화면 구성 방식

C. 암시전달
<2001 A Space odyssey>는 상세기 60년대 촬영된 공상 과학영화이다. 이
는

크라크의

소설

<초병>에서

개편되여,

저명한

감독

스탠리

큐브

릭 （Stanley Kubrick）이 지도를 받았고, 1968년 북미주 최고의 흥행 성적을
취득하였으며, 4가지오스카상 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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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 Space odyssey>는 영화사속에서 아주 기묘하고 특출한 위치에 놓
여 있다. 우선, 이 작품은 영화가 유성영화 시대에 들서면서 대화가 가장 적
은 영화중의 하나로 되였다. 감독은 영화중에서 문본을 대량으로 삭제하였고
전편의 방영시간 길이가 약 3시간 정도 되는데 대사가 있는 부분은 그 중에
40분도 되지 않는다. 취이대지한것은 화면의 암시전달, 음악 및 환경음악효과
등으로 서사에 배합시켰다. 그 다음은 영화구조의 개방으로 큐브릭이 한부의
부동한 관객들에게 부동한 각도에서 해석할수 있는 영화를 창조하여 냈다. 하
지만 큐브릭 자신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2001 A Space odyssey>에 대하여
해석한적이 한번도

없다. “당신이 자유로 추측하여，자기가 이 영화중에서 기

대하고 있는 철리와 우언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감촉하시고 이러한 추측은 한
층 더 깊은 층면에서 성공적으로 관객들을 흡인하였음을 말해 준다.그러나 나
는 상세히 해석하여 주려고 하지 않는다. 매 관객분들은 모두 진실을 탐구하
는 책임이 있다.그렇지 않으면 그 분은 중점을 이미 잃어 버리지 않았는 가고
두려워 하게 된다.”15
<2001 A Space odyssey>중에는 해독에 제공되는 원소들이 너무나 많고 복
잡하다. 그러므로 분석할 적에 나는 일부의 영화평론을 결합시켰다. 동시에
비교적 주관적인 방식으로 본영화의 중심사상 암시전달 방법의 비유방법을 분
석하였다.

TIMELINE
<2001 A Space odyssey>의 시간선 스팬이 너무 크다. 영화의 제1막의 원
고시기부터 줄곧 최종 한막에서 시공을 초월한 여행중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선상에서 4개부분으로 나뉜다：
15

http://zh.wikipedia.org/wiki/2001 太空漫游_(电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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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분，인류의 여명：
몇십만년전 원시류인원무리를 대표한 인류전쟁의 본질에 대하여 게시하였다.
영화속에서 두개의 류인원부락은 수원문제로 인하여 쟁투가 폭팔하였고 그중
일바의 수령이 흑석의 인도하에서 동물의 뼈다귀로 무기를 만들수 있음을 발
견하였고 한무리의 기타 사람들한테도 사용할수 있게 가르켜 주었다. 그리하
여 수원쟁탈정에서 우승하게 되였다. 이부분의 내용에서는 탐욕과 폭력의 본
성을 전개하였고 인류가 무기를 창조해내였다는 개념을 보여 주었다. 유인원
이 뼈다귀를 하늘위로 던질때 우주선으로 변화되여 내용상 제2부분으로 변경
되였다.

제2부분，문명의 말로：
우주선을 뼈다귀에 결합시켜 인류의 창조임을 암시하엿고 일맥상전의 도구
임을말해준다. 인류가 문명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아팽창되여 자기가 일체
를 좌우지할수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달위에서 흑석을 발견
하였을 때그 근원을 탐구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인류의호기심,탐욕과어리석음
을 은유하였다.

제3부분 ,인류의멸망과 발악：
인류가 창조해낸 고지능성 기계사람 HAL9000가 자기가 범한 착오가 상급
에 보고 되는 것을 두려워서 우주선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잔인하게 살해할때
이것은 인류가 자신이 창조해낸 하이테크닉산품들이 역으로 인류를 회멸하기
시작하였다는 개념을 표현하였다. 인류전쟁사 위에서 자기가 연구하여 만들어
낸 무기에 의하여 회멸됨을 은유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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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분，인류의 자아구속과 진화：
주인공은 몸소 자기가 발명한 HAL9000의 작동을 꺼버렸으며, 목성의 성문
으로 들어가 흑석의 근원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흑석을 보게 되었고 흑석에

손을 내밀어 나중에는 중생할수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감독이 HAL9000의
작동을 꺼버리는 동작을 통하여 인류의 자아반성을 전개하였고 최후의 일막에
서는

주인공이 갓난애로 되여 우주중에서 지구를 관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각성,평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자연과 지구를 애호하는
개념을 표현하였다.
영화속의 흑석은 전부의 시간선을 관통하였고 매번마다 인류가 중대한 전환
이 있을 경우에 그냥 묵묵히 지켜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흑석은 일종 신앙이
라고 여겻으며 모종 의미에서는 하느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위면의 시간선을 연계시켜 보게 되면 중심사상은 “반전”이라는 것을 발견할수
있다. 감독 큐브릭씨가 세계2차대전과 그 후의 냉전도 껶어봄으로서 인류가

중심사상

전환 매체

표현 내용

<표 7> <2001 A Space odyssey>의 암시전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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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탐욕과 무지로 인하여 자기가 발명창조한 무기로 전쟁을 진행하고인류
를 멸망의 변두리로 밀고 나아감을 보아냈다.
총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암시전달의 방식을 사용하였고 모종 각도에서 아
래와같은 구조로 총결할수 있을것 같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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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NLIGHTENED >의 구상 및 내용 정리

앞에서 탁우의 서사수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참고작품에 대한
고에 근거하여 이번

연구와 참

연구의 내용설정은 앞에서 연구한바대로 작품은 안에서

밖으로의 순서로 실현 할것이고 총체적인 전기준비는 대체로 여섯개의단계를
밟게 된다.

a. 주제를 정의：

연구배경에서 제출한 문제에 근거하여

즉“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ING”를 기본개념으로 부동한 학설이 상
관주제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감오와
고의

결합시키고 발산사

확장과 정리를 진행하여 개념사이의 관계도를 총결하여 내고 키와드를

아울러서 석출하여 낸다.

b. 제목을 설정：

정의된 주제에 근거하여 주제에 적합한 제목을 찾아낸다.

c. 극정경개：

제목과 주제의 설정이 완성된후 개념사이의 관계도와 키와드에 근거하여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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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달의 전환을 진행한다.그리하여 탁우식 이야기 줄거리로 전변된다.동시에
거기에 근거하여 제1판 원시적 개념초도를 그려낸다.

d. 개념기호화

개념을 해구하고 기호화하여 내용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은 동영상 제작의 기
본 틀에 불과하다. 그 기초상에서 진일보 전개하고 세부화하여야 하며
<ENLIGHTENED>에 대한 내용줄거리를 해구하고 종류별로 각 학설이 극본
중에서 쓰이게 되는 개념을 정리한후 기호전달의 방식으로 시각상징부호로 전
화시킨다.

e. <ENLIGHTENED>의 극본

<ENLIGHTENED>의 내용구조를 확립하고 ， 표달하고저 하는 개념에 대하
여 빗질하여 정리한후 암시전달의 방식을 운용하여<ENLIGHTENED>의 극본
으로 전환시킨다.

3.1. 주체 정의

<ENLIGHTENED>의 배경 내용은 중교, 철학, 과학의 개념을 통해서 스크립
트로 변환하는 것이다. 분 작업에서 이 개념들 점유하는 비율을 아래와 같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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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ENLIGHTENED>의 내용 구조

불교, 인도교, 유태교, 동방의 신화 및 전설, 심리학 등 방면에서

사람 생

명 부분의 내용에 대한 논술들을 연구하고 정리한다.

3.1.1.

< ENLIGHTENED >의 계념정리

불교：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ING”
이 철학문제는 어떤의미에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은 탄생, 생존, 사망 이 세가
지 내용에 있다. 목전에 세계상에서 이미 알려진 주류의 종교 관점중에는 거
의 모두가 신학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도 많이는 사망
후의 세계에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이슬람교와 유태교는 모두 신이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인정하고 인간이 사망후에는 천당으로 올라갈것이라고 여긴다.
중국의 도교에서도 여와씨가 사람을 만들고 수도성선하는는 이론체계를 가지
고 있고 인도교에서는 종성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고 내세에는 귀족이
50

되거나 재부를 보유한 자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본 연구에 부합되
지 않으므로 핵심개념의 기초로는 되지 못하고 다만 일부 보조적인 표현으로
된다.
그리고 철학관점들은 너무 형이상학하고 그들은 구체적인 물종의 기원과 종
결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거시적인 각도에서 물질층면의 내용을 탐
구한다. 이부분의 내용도 작품중의 일부분 내용의 기초로는 되지만 핵심개념
은 될수없다.
본 작품과 제일 적합한것은 불교의 관점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저 하는 불교
는 장(티베트)전불교이다. 기타 나라의 불교는 다소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
를 보였고 정치의 영향,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하여금 오늘날 각종 파별이 생기
게 하였다. 이는 최초의 불학하고는 이미 완전히 달라진것이다. 그러므로 이
에 대하여 토론하지 않는다.
“불교는 요의상 아주 간단하지만 단순히 해설되는 것은 아니다. 거의 상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광대하며 심원하다. 비록 불교는 종교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지만 듣기에는 이론화와 종교화를 하지 아니할수 없다.”16，종교에
비하면 불교는 오히려 철학에 더 가까운것이다고 말할수 있다. 다른 종교처럼
안목을 사후의 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관심을 둔다. 불교는 개인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설립하지 않으며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류가 태여나서부
터 사망되기까지의 객관과정 및 주의하고 극복하여야할 문제에 대하여 논술하
였다. 그러므로 어떤 정도에서 보면

인생철학인 불교로 되여 인생의 세개 단

계에 대한 진술은 본 동영상의 기초내용으로 될수 있다. 이 기초상에서 기타
문화, 종교, 철학의 개념과 상징을 확전하고 종결하여 키와드를 석출해내는

16

Dzongsar Khyentse Rinpoche， trans. By Yao Renxi, Almost Buddhist，China Friendship Publishing
Co. ,2007,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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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본작품의 개념정리 사업을 마치는 것이다

불교중 인생의 기본개념

불교중 인생의 기본개념은 한마디로 지혜라고 할수 있다.불교신자들은 어느
개인이거나 어느 상징을 결코 숭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모종의 지혜만
을 숭배하는 것이다.불교의 지혜는 바로 일체 사물의 본질을 보아 낼수 있는
지혜이고 또 일체를 통실하고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불교중에서
탄생은 시작이 아니고 사망은 종결이 아니며 탄생이 즐거운것도 아니고 사망
도 두려울것이 없다. 인생은 순환에 불과하다.만사는 모두 부단히 변화하고
있어서 해구는 한계가 없다.

탄생： 각종 작용력의 지배하에 각종 물질의 종합하에 어느 한 노드에서 조
합되여 나와 사망으로 가기 시작하는 제일 정상적인 상태이고 시간시스템에
들어간다.

생： 사물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인과관계, 육도륜회（감정에 공제됨），
자기가 존재한는 증거를 찾는다.

망： 마음의 해방, 본심을 얻을수 있고, 분해되여 다섯가지 원소가 소멸되고，
증오(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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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교중 물질에서 정신 각층면에 이르기까지의 개념.

유태교중에서 카발라는 철학이면서도 서방 신비학의 기초이기도 하다. 2000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이 이론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부분이 있다. 카발
라생명의 나무이라고 부른다. 핵심내용은 창조와 진화이다. 생명수는 또한 도
생수라고도 한다. 그 생장방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 그 중에는 10
개의 원형 노드가 있고 질점(Sephiroth)이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10개의 질점
은 22개의 노경에 의하여 연결되였다.
생명수는 오르면 오를수록 의식층차가 높고 더욱더 정신영역에 접근하며 물
질하고는 점점 멀어진다.제일 하층의 질점이 물질세계를 대표한다. 이것은 지
혜의 길을 찾는 노경을 설명하여 주기에 적합하다.

10개의 질점이 정신에서 물질에 이르기까지：
왕관：공성불이 ，우주의 기원；
지혜：아버지，힘；
이해：어머니，창조형태；
지식：의식의 본체；
자비：사랑；
힘： 정의,엄격；
미려：나무의중심，희생；
승리：예술，본능과 정감；
홍위：지식，과학，신중；
기초：잠재의식, 형이상학의 존재；
왕국：대지의 어머니，진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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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천주교중에는 인류의 칠종죄가 있는데 사실상 인류본성의 체현이다. 공교롭
게도이 내용이 불교중의 육도하고 아주 근사한것이다.
칠종죄：오만，질투，분노，게으름，탐욕，포식，색욕.

심리학

연구배경부분에서 심리학중의 본아,자아와 초아의 개념에 대하여 이미 상세
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중복하여 소개하지 않는다.
ID:자아-욕망，본성
EGO:본아-의식
SUPER EGO:초아-도덕，약속，규칙

생물학

35억년전, 자연계는 자연발생하므로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의 공동선조가 산
생되였다. 그의 산생은 기적이고

유기물, 아미노산으로 조성된 생물의 DNA

는 아주 교묘한 정황하에서만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확률은 아주 낮다. 이 과
정도 몇억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것이다.
생물학상에서 보게되면 생명체는 번식을 통하여 영원히 존재하기 위하여 새
로운 생명의 탄생은 위의 생명체의 전승이라고 할수 있고 생명체 자신의 카피
라고 할수 있다.
인류의 대부분 사유의 선택은 본능의 추세에서 오지만 자신은 전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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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냥 “아상”
， “아요”로 착각한다.
윗부분의 내용에 근거하여 동영상 전체를 “탄，생，망”이렇게 세부분으로 구
성하였고 여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구조도를 얻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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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내용의 구성

맨 마지막에 정리를 거쳐

탄(诞)

생(生)

망(亡)

전반내용의 개념과 키와드를 얻을수 있다.(표10)

Naturalforces、Blend、Natural、Time、Activity、Body、Ego、
Node、Chaos、Spirit、Code、Random、Variable、Ignorance、Fa
b r i c a t i o n s 、 S t a t u s c o n s c i o u s n e s s 、 “Name”and”Form”、
The five senses、Contact、Feelings、Cravings、Obsession 、
Clingging to、Having、Birth
All the sufferings、 Arrogant、 Jealous、 Avijja、 Hatred、
Greed、Persistent、Karma、illusion、Universe、Advance、
Temptation、ID、Super ego、Bodhicitta
Illusion、Universe、Advance、Temptation、ID、Super
ego、
Bodhicitta、Mind、Emancipate、Wisdom、Method、Sublimation
、Crown、Wisdom、Understanding、 Mercy、 Fortitude、 Beaut
y、 Victory、 Splendour、 The Foundation、 The kingdom 、
Thought Evolutionism、Rebirth、Infinite loop、Circle of life
<표 10> <ENLIGHTENED>의 키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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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키와드를 출처에 따라서 획분하게 되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개념의

기호화 과정중에서 더욱 편하게 각학파의 내용을 응용할수 있다.(표11)

볼교

천주교
유태교
인도교
심리학
문화
과학

Buddhism、Blend、 Time、 Activity、 Ignorance、Fabrications、
Status consciousness、“Name”and”Form”、The five senses、
Contact、Feelings、Cravings、Obsession、Clingging to、Having
、Birth、 All the sufferings、 Arrogant、 Jealous、 Avijja、
Hatred、 Greed、Persistent、Karma、Illusion、Universe、Bodh
icitta、Circle of life
Arrogant、 Jealous、 Avijja、 Hatred、 Greed、 Greedy
Temptation、Sublimation、Judaism、Crown、Wisdom、Underst
anding、 Mercy、 Fortitude、 Beauty、 Victory、 Splendour、
The Foundation、 The kingdom
Siva、Chakra
EGO、Spirit、ID、SUPER-EGO
Body、Natural forces、 Natural、Wisdom、 Method、Infinite l
oop
Node、 Chaos、 Code、 Random、advance
<표 11> 학설에 근거하여 획분한 키와드

3.1.2.

중심사상

정리하여낸 개념내용과 키와드에 근거하여 어느 층면상에서 “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 …”이문제의 답안을
대답할수 있을 것이다.이 역시 본작품의 중심사상이기도 하다：사실상，지금까
지의 인류의 자연과학 지식체계중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잠시 그리고 이후의
아주 오랜 세월속에서 답안이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본작품중에서의 모든 해
석은 각종학설을 참고한후 얻은 주관적인 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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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DO WE COME FROM”
지구가 형성된후 수십억년사이에 원시바다물(생명의 탕)속에 유기단체인 아
미노산 등이 우연한 조건하에서 배열조합되여 생명의 코드를 이루었다.그 코
드가 DNA이고 수십억년의 진화를 거쳐 인류로 되였다. 생물이 구비하고 있는
반사능력은 인류의 몸에서는 정신과 정감으로 상승하였고 정신과 육체가 결합
하여 완정한 인류로 되였다. 이러한 인류를 “아”라고 부른다.

“WHAT ARE WE”
인류가 태여난후 곧바로 불가역적인 시간시스템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
고 인과관계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 시간 시스템중에서 우리들은 또 각종 정
감의 약속을 받게되고 자아발출할수 없게 된다. 이 두가지 약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라는 개념중에 빠져들어 가게 한다. 하지만 세계상에는 어떠한 개
념이든지“아”라고 불리우지 않는다는 것을 홀시하게 된다. 즉 “아”=“무”이다.

“WHERE DO WE GO”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다.사람이 태여나서부터 구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들은잊어버려서 종신토록 회억하로저 한다. 어떤분들은 극소부분만 회억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부분을 회억할수 있으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회억해낸 분들은 그 것을 기록하여 훗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회억해
내도록 도와준다.줄곧 회억의 제일 깊은 쪽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육체와 정
신은 다 소망되여 지혜의 처소로 도착하게 된다. 그러면
에 시작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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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생명이 최초

3.2. 체목 설정

“涅寂静（열적정）”은 불교에서 나운 말이고 납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뜻이다.
분 연구의 핵심적 내용은 “각성”이며 종교, 철학, 과학등 각 층면에서 평형과
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본질, 지금의 상황과 정신층면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것이라서 <涅寂静>을 한작 제목으로 정했다. 대음의 영문제
목은 <ENLIGHTENED>로 정했다.

‘열적정’은 불교의 사법인에서 나온 말씀이고 불교에선 세계의 진리이다고
인정한다.
사법인은 각기：
“제행무상：일체의 행위와 사물은 모두 무상하다.
제노개고：일체의 정서는 모두 고달프다.
제법무아：일체의 사물들은 모두 자성이 없다.
열적정：열은 개념을 초월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네마디 말씀은 이렇게 변역할수가 있다: 일체의 사물은
모두부동한 물질로 조성되였으며 부단히 변화한다. 일체의 정서는 모두 고통
스러운 것이다. 일체의 현상은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증오는 시
간, 공간과 능력을 초월하였다. 매 한마디가 앞의 말씀 한마디를 포함하였다.

본 동영상에서 핵심내용은

“증오”이다. 구조는 종교, 철학, 과학의 평행과

결합이다. 집중적으로 인류생명의 본질, 목전의 상황, 정신층면의 발전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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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다.
“열적정”은 종교의 용어로서 모든 개념 을 포괄시켰고 본 동영상에서 표달
하고저 하는 사상과 너무나 잘 부합된다. 그리하여 본 영상은 사법인의 제일
마지막 한마디 말씀인 “열적정”을 선택하여 제목으로 하였다.
분 연구에서 통일적으로 영어이름 <ENLIGHTENED>로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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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NLIGHTENED >시놉시스 및 스케치

3.3.1.

시놉시스

중심사상이

완성된후

앞에서

총결한

암시전달의

모형을

통하여

<ENLIGHTENED>의 중심사상에 대하여 암시전달 전환을 진행할수 있다. 그
러면 아래의 주선내용을 얻을수 있다.(표12)

중심사상 전환매체 표현내용

<표 12> <ENLIGHTENED>의 암시전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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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제일판 개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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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NLIGHTENED>제일판 개념초도

이것은 제일판의 개념초도이다. 대체적으로 내용줄거리중의 개념을 그렸다.
뒤에밟게 되는 차례에 따라서 천천히 완선화하여 최종적인 화면스타일을 마들
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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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념의 부호화

시놉시스를 완성한후，정체적인 동영상의 윤곽에 대하여 비교적 뚜렷한 개념
을 얻을수 있으며 동영상중의 기, 승, 전, 결의 구조도 대체적으로 봐낼수 있
다. 3.1.1부분에서 종결해낸 키와드는 전체 동영상의 중심개념이라고 볼수 있
으며 전체내용을 조성한 뼈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부분에서 하여야 할 작
업은 바로 그 학설들의 내원에 따라 분류된 키와드 리스트의 내용에 대하여
세분화함과 동시에 기호전달의 방식으로 가시화 상징징기호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다. 이러하면 전체 동영상의 화면원소, 시놉시스의 발전과 시간선은 상
징기호를 통하여 표현할수 있다.

3.4.1.

볼교

a. “Wheel of life”

불교중에는 오래되고 자주 보게 되는 한폭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이 불상
보다도 더 일찍 출현되였다는 얘기도 있다. “대체적으로, 이 그림은 생명을 트
레이싱하였다”. 이것이 바로 <Wheel of life>（Bhavacakra）이다(그림23). 불
교에서는 생명을 일종의 감지라고 인정하며 일종의 마음, 의식, 느낌 등과 상
관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 그림에서의 모든 내용은 감지를 지향하
였고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정서, 도리 그리고 무엇이 지혜이고 진리
인가를 알려주었다.
<Wheel of life>의 화면 구조상에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4층의 환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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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경내용으로 구성되였으며 매층마다 모두 독립적인 표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림24).
배경중에는 한 괴물이 손에 원반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데

이 괴물

이 바로 시간이고 전체의 판국을 통제하고 있다.
원반의 중심은 바로 소유의 “자아”이고 ，여기에서의 자아는 마냥 어리석을
뿐이다.
원반의 제2층은 사후에서부터 재생으로 까지의 과도단계이다. 즉 “ 중유(중
음)”이다. 이 부분은 본작품의 내용과 상관되지 않으므로 진일보 전개하지 않
는다.
원반의 제3층은 여섯개의 부분으로 획분되였으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
속의 여섯가지 비정상상태를

진술하여 “육도”라고 불리운다.

원반의 제일 바깥층은 열두개의 부분으로 획분되였으며 매구역마다 한폭의
그림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한 세상의 기본법칙, 인과관계를 진술하여 “십이
연기설(十二因缘)”이라고 불리운다.
이어서의 작업은 그림속의 형상을 키와드위에 대응시킨후 기호화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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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wheel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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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wheel of life>내용

- Time
배경중에는 한괴물이 손에 원반을 들고 있는데 이 괴물이 바로 시간이다.괴
물은 전체 원반의 주향을 콘트로르하고 모든것을 지배한다. 또 권위, 독재자,
규칙이기도 하며 거절하거나 반대하여서는 안된다. 괴물은 변화, 불확정, 개변
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시간이 존재함으로서 말미암아 세상만물
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수가 있다.

Time

Monster

67

- Ignorance
무식한 사람, 안전은 암흑일뿐이고 자기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주위는
어떠한 환경인지도 모른다.모든것을 추측과 쓸어 만짐으로서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만사에 형통한줄로만 알고 있고 안계가 좁아 두눈이 몽페
된것과 같다. 그리하여 눈이 없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Ignorance

Blind man

- Fabrications
행동，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아를 확인하기 위하여 쉼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다.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으로 비유된다

Fabrications
The man who making
pottery

- Status consciousness
무명에서 산생된 인지이므로 불완정한 인지이고 표표면상 총명하고 영리하
여 보이지만 제일 기본적인 도리마저 모른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처럼 총명한
바보인 것이다.

Status
consciousness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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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and ‘Form’
자신의 신분, 산생된 행동거지, 수반되는 눈, 귀, 코, 혀, 몸에서 오는 감지,
이것은 정체적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바다물 위에 띄여 있는 한쪽의 작은
배처럼 물결치는 대로 표류할 뿐이다. 배 위에는 다섯분의 여객이 있는데 그
들은 제마끔 눈, 귀, 코, 혀, 몸 등 오운을 상징한다.

‘Name’and ‘Form’

A boat that carrying five people

- The five senses
우리들은 방 한칸을 보게 된다. 방안에 아주 진귀한 물건이 있는 것으로 여
겨져 우리들은 방안으로 직접 들어 가서 보게 된다. 그러면 그냥 텅빈 방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그런 후에 우리들은 진귀한것은 역시 방밖에 있는 것임
을 새삼스럽게 느껴져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들락날락을 되풀이 한다.
사실은 방본신은 비여 있고 위면에 문이 다섯개 있을 뿐이다. 이것은 외계와
의 소통 경로이고 각기 우리의 오감을 대표한다.

The five senses
An empty house with five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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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감각기관과 감각기관 대상사이의 연결은 접촉을 일으켰다. 시선과 목표물체,
코와 향기 등등은 마치 키스하고 있는 남여처럼 비유할수 있다.

Contact

키스하고있는 투 사람

- Feelings
접촉한후에 감각기관의 대상은 착실하게 우리들의 주의를 일으킨다. 여기에
서 이러한 내용을 화살에 맞은 눈에 비유한다.

Feelings

화살을 맞추는 눈

- Cravings
창조하여 낸 우리가 귀속된 신분을 빌어서 우리는 감각기관 대상과
접촉하는 순간에 감수가 산생되고 이어서 갈망하던 감수를 일으킨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가 된다.

Cravings

술을 마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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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ging to
요구는 사랑의 갈망이 산생된 이후에 출현되고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적에 그 물건을 가지고 싶고 점유하고 싶은 감수가 생긴다. 그
리고 일단 점유하게 되면 집착을 일으킨다. 여기에선 사과를 따고 있는 사람
으로 비유가 된다.

Clinging to

과일을 따는 사람

- Having
우리는 손에 들어온 물건에 대하여서는 놓키 실어 하고 꼭 잡고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을 소유라고 한다. 마치 아기를 가진 임신부에 비유가 된다.

Having

임신

- Birth
소유는 생산을 초래하고 어린아기의 출생에 비유가 된다.

Birth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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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sufferings
생과 사는 필연코 동반되고 만사만물은 모두 종점이 있다. 무덤에 비유가
된다.

All the sufferings

사망

- Arrogant
우월한 생활, 안일한 향낙, 남들보다 상위권에 있고 더총명하다고
자인함으로서 오만이라는 감각을 자아낸다. 만원나무의 과일을 따고 있는
하늘나라 사람에 비유가 된다.

(오만)Arrogant
[천도]

만원나무의 과일을 따는 천인

- Jealous
다른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적에 질투라는
감각이 생긴다. 만원나무를 배육하고 있는 사람에 비유가 된다. 그들은 물론
수고스럽게 나무를 배육하고 있지만 과실은 천인들이 가져간다. 그러므로
마음속엔 질투가 생긴다.

(질투)Jealous
[아수라도]

만원나무를 심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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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ijja
무명한 상태에서 얻은 감지이므로 생명체의 본성수요에서 유발하여 낸
욕망에 불과한것이다. 무지 몽매하게 생활하는 동물에 비유된다.

（우매）Avijja
[축생도]

동물

- Greedy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손을 놓으려 하지 않으며 절제가 없이
요구만하고 점유하려고만 하는 것은 다만 하루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꼭 잡고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입이 크고 목이 가늘며 배가 큰 형상으로
비유된다.

（집착）Obsession
[아귀도]

아귀

- Hatred
마음속의 노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사물에 대하여 분개하고 증오하며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타협하려 하지 않으려는 편견에서 오는 내심적인 고통은 마치
수많은 화살이 가슴을 뚫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심장을 화로불위에
걸어놓고 굽는 것과 같이 이탈하려고 하여도 길을 찾을수가 없어서 무진한
심원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증오)Hatred
[지옥도]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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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d
사람의 인생은 자기에게 무수한 목표를 설정하여 놓은후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높은 곳으로 등반하여 자기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원히
멀출수가 없다.

(탐욕)Greed
[인도]

사람
<그림 25> <wheel of live>의 상징기호

b. 불교중의 일부 기호개념

불교에서 한부분 기호의 개념

불교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은유가 아주 많다. 탕가예술을 보더라도 화면중
에 출현하는 임의의 한개 물체더라도 모두 그 대표 적인 의미를 가진다.여기
에서 대체적으로 그중에서 비교적 상견하는 부분들을 열거하였다.
불교는 교파가 아주 많고 분포가 광범위하여 아주 많은 기호의 함의는 서로
다를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영국작가 Robert bill이 쓴 책 <The handbook of
Tibetan Buddhist symbols>중에서 열거한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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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ism
Buddhism-Dharmachakra: 이미 알고 있는 인도 예술중에서 최고의 불교
상징의 하나이다. 윤전왕-우주의성왕을 대표하고 우주의 질서를 의미한다.

Buddhism

Dharmachakra
- Persistent
다마루(Damaru)는 시바의 손에 지니고 있는 하나의 기물이고 연주할적의
리듬도 이 세상의 탐욕을 대표한다.

Persistent

다마루

- Karma
흑백색의 주사위로 점복함을 의미한다. 원래는 길상천모가 임의의
정황하에서 업보의 결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함에 쓰이였는데 주사위의
위치가 부단히 변하여서 기여오르게 되는 길도 한계가 없으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일생을 다 소모하여 버린다.

Karma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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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usion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은 흔히 하나의 표상에 불과한것이다.
우리들은 더욱 많은 지혜로 우리가 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느껴야만이 몽폐되지 않고 정확하게 사물을 파악할수가 있다. 마치 한점의
불꽃이 쾌속회전하며 이루어진 불고리가 면전에 나타날적에 우리들은 결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수가 있고 쾌속회전하여 조성된 가상임을
판단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불고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는 지장주지
않는다.

Illusion

불의 고리

- Universe
드넓은 우주는 끝없이 넓다. 불교에서는 수미산으로 비유된다. “이 거룩한
세계의 산은 우주의 중심에서 융기되였고 수미산 주위에는 일곱가닥의
금빛산맥으로 에워싸여 있다. 매 산맥들은 모두 담수호에 의하여 분리되여
있고 산과 호수의 외측에는 드넓은 함수호가 있으며 함수호는 철산주변의
‘우주의 변두리’에서 테두리를 형성한다. 거대한 호수의 4대방위에는 동방
동승신주가 반원형을 갖추었고 남방 남산부주는 도끼모양을 갖추었으며
서방의 서우하주는 원형을 갖추었고 북방 북구노주는 방형을 갖추었다.”17

Universe

수미산(须弥山)

17

藏传佛教象征符号与器物图解 p104，罗伯特.比尔，向红笳 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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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hicitta
대락과 공성의 결합, 유형의 우주, 그리고 자연계의 여러가지 원소, 욕신,
무욕색신 및 무색신의 존재, 지혜와 방법의 원만한 정각, 돈오의 마음, 어,
의의 순결. 그리고 사방위의 신. 천장은 금강승불교중에서 상징의미가
가장복잡한 기물중의 하나이다.

Bodhicitta

천지팡이(天杖)

- Circle of life
차륜, 불교중에서 차륜은 회전을 대표하고 한계가 없다. 윤회를 의미한다.

Circle of life

The wheel

<그림 26> 불교의 상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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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천주교 - 칠죄종

<Wheel of Life> 과 천주교 칠죄종 사이의 관련성

천주교 교파의 회죄수첩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칠종죄이다. 성경중의 잠언
6：16-19에서 이 내용을 발견하였다. 출처는 쏠로몬왕의 경문이고 위에
기록한바는：

1. 거만한 눈 （A proud look）
2. 거짓말하는 혀 (A lying tongue)
3.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Hands that shed innocent blood)
4.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A heart that deviseth wicked acts)
5. 악한 일을 하려고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Feet that be swift in running
to mischief)
6.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 (A false witness that speaketh lies)
7. 형제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 (He that soweth discord among bre
thren)18

여기에서

발전하여

저명한

이탈리아

중세기

시인

단테•알리기에리(1265-1321)가 자신의 작품인 신곡중에서 인류의 죄행에
대하여 묘사하였으며 이러한 죄행을

일곱가지로 귀납하였다. 그리고 엄중한

정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였다.
음욕 (lust) – 자기의 욕망을 방종시키고 심령의 소통과 교류를 홀시하는
18

"King James Version (Cambridge edition)". King James Version Online. Retrieved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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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폭식 (gluttony) – 모종 사물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불사진취하고 과분하게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태 (sloth) – 책임감이 없고 시간낭비하는 것이다.
인색 (greed) – 자기자신의 수요보다 더더욱 많은 사물을 탐욕스럽게
점유하려는 것이다.
분노

(wrath)

–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분노하며

기시하여

상해의도도 가지고 있다.
질투 (envy) –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물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분노하고 원망하며 욕망을 만족시킬수 없어서

산생된 죄악이다.
교만 (pride) – 제일 엄중한 죄악이고 타인에 대하여 흉악하고 잔인하다

이것은 현재 비교적 공인하는 칠종죄의

논조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불교중의 육도정감관계의 내용과 어느 정도 상호부합된다(그림27). 부동한
점은

칠종죄에서는

육도중의

아귀도

집착을

음욕과 폭식

두 부분으로

나뉘였다.
칠종죄에서는 매종의 죄악마다 제마끔 대표적인 칼러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호가 불교의 것과 상호 총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오로
지 칼러의 부분만 사용하고 불교의 기호와

상호 결합시켰다. 그러므로서 칼

러로 불교의 육도를 정의하고 후속적인 화면설계를 완성할수가 있었다.(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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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칠죄종

불교 육도

세븐

색깔

천도(오만)

교만(pride)

아수라도(질투)

질투(envy)

녹색

축생도(우매’无明’)

나태(sloth)

하늘색

지옥도(증오)

분노(wrath)

붉은색

아귀도(집착)

음욕(lust), 폭식(gluttony)

인도(탐욕)

인색(greed)

자주색

파랑색

<표 13> 불교 육도와 세븐의 관령성 및 세븐의 대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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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노란색

3.4.3.

유태교 – 카발라(The Kabbalah)

유태교는 기원전 2000년 서부아세아지구 유목민족인 히브리인이 창조한 종
교이고

일종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다.

그들의

표징은

Hexagram

및

Menorah이다.

Hexagram

Menorah

<그림 28> 유태교의 상징기호

Menorah은 현재 이스라엘의 휘장이다.이 등대의 설계자는 출이집트기의 모
세라고 전해왔다. 이 등대는 보편 계몽의 리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인류뷴류의
지식을 대표하였다. 동시에 세계를 창조하는 개념을 상징하였다.

전통유태교의 교전중에는 한가지의 독립된 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발
라(kabbalah)이다. 그 본신은 하나의 종교파별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
독교, 신학 등으로 하여금 받아 들이도록 하였다. 4천여년전에 유태인의 선조
아페르라한이 쓴 책<Sefer Yetzira>의 （창조지서）카발라의 내용을 기록하였
다. 그후 기원2세기의 Zohar의 책이고

추종자 Zohar의 책은 16세기 Ari 저

작이고，20세기는 카발라인Yehuda Ashlag의 저작《10개의 Sefirot에 대한 연
구》을 들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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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라는 유태교에서 기원되였지만 그가 추구하고저 하는 것은 우주와 인류
의 성질을 정의하고 존재하는 목적과 여러가지 본체문제에 대하여 해석하여
주는 동시에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줌으로서 정신상의 돌파를 획득하는데
있다. 철학층면에서 카발라가 토론하는 것은 우주，최고신, 존재, 음양, 평행,
공성, 불이이고 인류정신층면과 우주관계등등이다. 복개면은 아주 광범위하다.
불교와도 아주 많은 상통성을 가지고 있다.여기에선 상세하게 토론하지 않는
다.

<그림 29> 카발라 life of tree

카발라의 우주관중에서 한가지 구조는 우주존재를 유지하는 기초이고 이 3
주형 구조는 kabalaha tree of life 라고 불리운다. 이것은 일부분의 창세와 부
동한 층면사이의 관계를 묘술하였다.그리고 인간이 전체 우주변화속에서의 작
용을 진술하였다. 핵심내용은 창조와 진화이다. 어떻게 소아로부터 신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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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카발라철학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다.
생명나무는 10개의 원-질점（Sephira）과 22개 경（Pass）으로 조성되였다.
이 10개의 원은 정신의 10개 층면을 대표하고 인류가 명상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10개 질점은 4개의 세계를 구성한다.（The Four World）
The Archetypal World: 완미한 정신층면의 세계, 불교의 증오에 상당한 최고
등급의 지혜이다.
The creative World: 사상과 관념은 형태의 세계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The Formation World:정신층면의 형태를 가진 세계를 형성한다.
The Material World:자연계，구상의세계，인간의세계.

세계의 각종 교파 중에는 모두 생명의 나무가 존재한다：
페르시아신화Ancient Iran：Gaokerena
고이집트Ancient Egypt：Iusaaset
아르메니아Armenia：ԿենացԾառ
아시리아Assyria：Tree of Life
파하이교Baha'i Faith：Sidrat AL-Muntahā
불교Buddhism：Bodhi tree
기독교Christianity：Biblical tree of life
인도교Hinduism：Akshaya Vata
이스라므교Islam：Quranic tre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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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kerena

Iusaaset

Tree of Life

Biblical tree of life

ԿենացԾառ

Sidrat AL-Muntahā

Akshaya Vata

Bodhi tree

Quranic tree of life

<그림 30> 각 문화에서 있는 생명나무

그들은 모두 일종의 기원으로 묘사되였고 모든 성질의 연접은 은유진화하였
다. 이는 세계 각종 종교 철학사에서의 공식이다.
본 영상에서는 인류의 증오부분을 표술하려는데 있으므로 정신의 승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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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묘사는 생명나무의 개념을 사용하여 구사와 화면을 완성하고고저 한
다. 카발라 life of tree의 매개의 질점은 모두 내포된 뜻을 가지고 있고 상응
한 점성학적인 기호로 표시하였다. 그럼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선 대

체적으로 매개의 질점의 의미와 기호를 배열 정리하여 놓고 이후 연구의 편리
를 도모하였다.

- 왕관(CROWN)
Crown은 첮번째 질점이고，본신은 아무런 형상이 없다. 그가 대표하는 것은
최고급별의 정신경계이고 오로지 존재할뿐이지 관측할수 없고 정의 할수 없으
며 만물회귀의 종점, 원초지점이다. 명왕성에 대응한다.

왕관(Crown)

명왕성(pluto)

- 지혜(WISDOM)
우주중에서 제일동력의 상징이고 지혜(智慧)라고 부른다.본질은 운동이고 밖
으로 발산하고 제일 양성원칙이고 위대한 어버이이다. 해왕성에 대응한다.

지혜(WISDOM)

해왕성(Nep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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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UNDERSTANDING)
형태생각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물질지원이고 침묵하는 유형만물의
어머님이시며 위대한 생명지해이다. 토성에 대응한다.

지식
(UNDERSTANDING)

토성(Saturnus)

- 자비(MERCY)
첮번째 명시화，유형의 질점，건설자，유지자，보호자와 동화자，모든 물질
의 근본，원형제조자. 목성에 대응한다.

자비(MERCY)

목성(Jupiter)

- 배짱(FORTITUDE)
불평행，한면은 파괴，한면은 용기，한면은 착지된된 힘과 사악，한면은 발
전과 진보. 화성에 대응한다.

배짱(FORTITUDE)

화성(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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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BEAUTY)
중심과 평행점，힘이 전환되여 형태로 되고，형태는 전환되여 힘의 매개로 되
였다.희생，치유. 태양에 대응한다.

아름다움(BEAUTY)

대양(SUN)

- 승리(VICTORY)
정감, 본능, 예술을 상징하고 개체성 인격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환생의 계 ，
본능의 시작，대자연의 여러가지 기본힘중의 기초이다. 아름다운 개선. 금성에
대응한다.

승리(VICTORY)

금성(Venus)

- 웅대(SPLENDOUR)
승리와 상대된다. 웅대가 대표하는 것은 기호, 필기, 소통, 강연, 과학이다.
독립적 의지, 여러가지 횐상. 수성에 대응한다.

웅대(SPLENDOUR)

수성(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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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THE FOUNDATION)
우주의 동력시스템，물질과 심지의 매개，제5원소지해，의식이 제고되였을 적
에 맨먼저 도달한 질점；번영，대지힘과의 유통.달에 대응한다.

가초
(THE FOUNDATION)

달(Moon)

- 왕국(THE KINGDOM)
아홉가지 질점의 최후 결정，생명나무의 과실，모든 물질의 명시화, 물질세
계를 대표한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다. 지구에 대응한다.

왕국
(THE KINGDOM)

지구(Earth)
<그림 31> 카발라 생명나무 10 질점(质点)의 상징기호

3.4.4.

인도교(Hinduism-Chakra)

인도교는 목전 세계상에서 제일 오래된 아직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종교이다.
세계상에서

인도교는
신중수가

남아세아대륙에서
기독교와

주도지위를

이스라므교를

차지하고

버금으로

3번째로

있으며
많은

종교이기도 하다. 동시에 여러가지 사상영역을 뛰여 넘은 종교이기도 하다.19

19

Julius J. Lipner (2010), Hindu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2nd Edition, Routledge,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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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는 여러가지 상징이 있다. 예술, 건축, 문학중에서 흔히 볼수가 있다.
그중 틸라크(Tilaka)는 인도교중에서 제일 전형적인 대표상징이다. 인도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성인의식 혹은 중요의식에 참여하게 되면 모두 이마에 이
표지를 그려야 한다. 인도에서 틸라크는 정신상에서 제 3 눈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고 인정하고 있다. 20 그 도안도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3대 주신의 이마
위에서 기원되였다. 제마끔 브라흐마，비슈누，시바이다.(그림32)

<그림 32> 인도교의 세 주신

3주신 중에서 브라흐마는 더욱히 인도 사시와 신화중에서 돌출하였고 우주
의 창조자를 대표하였으나 현대 인도교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21 사람들
은 시바를 무한하고 초월적이며 불변하고 무형적이다고 보고 있으며 창조(전
화)의 직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민중들이 제일 경위하는 신이다. 비슈누는
호위지신이고 중생을 보호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바의 의미는 본 작품의 내
용과 더욱히 적절하다. 그리하여 시바의 틸라크를 선택하여 인도교의 대표상
징기호로 삼았다.(그림33)
978-0-415-45677-7, page 8;
20
A David Napier (1987), Masks, Transformation, and Paradox,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SBN
978-0520045330, page 186-187
21
Bruce Sullivan (1999), Seer of the Fifth Veda: Kr̥ṣṇa Dvaipāyana Vyāsa in the Mahābhārata, Motilal
Banarsidass, ISBN 978-8120816763, pages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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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교(Hinduism)

인도교(Hinduism)

시바(Shiva)
<그림 33> 시바의 상징기호

인도교의 차크라
인도교의 Chakra는 인도철학중에서 주요
하게 신체의 모종통로 혹은 기맥의 순환계통
을 묘술하는 데 쓰인다. 인도교의 밀종, 불교
의 밀종에서도 모두 해석한바가 있다. 현대
서양의 연구하에서 Chakra는 인류의 정신층
면과 심리학층면 정감층면과 의학층면에 모
두 영향준다고 하였다.
Chakra는 육체와 정신층면 ,심리와 물리층
Chakra가 인체에서의 위치면에 모두 공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정신층면을

육체와 긴밀히 연계시켜서 밝혀낸다.그리고 Chakra가 어떻게 인간의 정신층
면에 영향주고 대표하였는가에 대하여설명하였다. Chakra의 위치는 기저부의
해저륜（Muladhara）에서 정륜（Sahasrara）으로의 과정이다. 역시 인류가 본
능에서부터 정신층면으로까지의 승화과정이기도 하다.
아래는 각부분의

Chakra의 칼러와 그것이 대표하는 정신적인 의미를 나열

하였다(표14). 이 부분 내용은 분 애니메이션에서 개념 은유할 때 현테과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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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을 참고할 수 있다.

계념

컬러

정신성,시각,영성

통찰력,창의력,투시,직각

교류,영감,대인관계,진정한 본성

일반적인 사랑, 허가함,자신의 존재, 감정

정감,사회성,자아,재성

감각,성징,기호(喜好), 오래된 감정

본능, 생명력, 전체의 기본
<표 14> 인도교의 차크라

3.4.5.

심리학

1923년，정신분석가 플로이드가 제출한바에 근거하면，인류의 정신상태는 3
가지로 분류될수 있다：
ID：동물의 원시적인 본능과 욕망，에를 들면 식욕, 성욕, 본능등이다.
EGO：의식，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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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EGO: 도덕，원칙
일반적으로 인류의 정신상태는 태여나서부터의 변화과정은 아래와 같다.
인류가 금방 태여났을 경우에는 정신이 ID에 지배되여 있고 EGO는 아주적
은 비례를 차지하고 있으며， SUPER-EGO는 완전히 없어서 우리는 그냥 제
일 기본적인 욕망수요만 가지고 있을뿐 자아의식은 아주 적고 도덕과 규칙의
제약은 없는 것이다.
소유의 “동언무기”라는 말과 같이 그들이 완전한 세계관과 도덕관을 구비하
기전에는 우리들이 그들의 잘못을 양해할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ID점차적으로 감추어 지기 시작하고 EGO는 증가하기 시작
하며 사회의 도덕규칙과 규률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SUPER-EGO도 점차적
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만년에 접근하면서 ID는 감추어 지고 EGO는 증가되
며SUPER-EGO는 고정되여 진다.
사람은 개체이고 사회는 정체이다. 개인의 정신상태가 EGO의 상태에 머물
러 있지 않고

ID 혹은 SUPER-EGO에 치우쳐 있으면 개인과 사회는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는 인류전부의

역사속에 깔려 있으며 무수

한 비극들을 만들어 내였다.
만약 ID에 치우쳐 있으면：
개인의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욕망의 화살에 격중되였을 적에 모든
상식,침착과 청명은 완전히 살아져 버리고 가존엄, 타락과 불도덕이 천천히
스며들어 오게 된다. 중독이 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 22 . 전체적인 인류의 각도에서 보게되면 인류와
자연은 분리되여 어떤 관점들은 인류는 자연에 대하여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

22

Dzongsar Khyentse Rinpoche, trans. By Yao Renxi, Almost Buddhist，China Friendship Publishing
Co. ,2007,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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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식하며 자원을 쟁탈하고 토지를 쟁탈하기 위하여 유발된 전쟁은 역대
로 모두 존재하였으며 하마트면 우리 자신을 회멸시킬번 하였다.
만약 SUPER-EGO에 치우쳐 있으면：
개인의 각도에서 보게 되면 개성과 창조력을 억눌러서 말살시킬수 있고 전
체적인 인류의 각도에서 보게되면 사회는 기정된 규칙에 억매이게 되고 인위
적인 규칙과 도덕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으로 가게 한다.
그러므로 EGO는 ID와 SUPER-EGO사이에서 평행작용을 발휘하게 되고
인류로 하여금 정신과 심리가 제일 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한다.

- 이드(ID)
원시적인 본능과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이 한정없이 노출하게 한다.
이것을 간사하게 웃는 얼굴로 욕망이 만족을 얻었을 때의 상징을 표현하였다.

이드(ID)

간사하게 웃은 얼굴

- 자아(Ego)
자아의 본성，내심이 제일 평형된 상태，무표정한 얼굴로 그 상징을 표현하
였다.

자아(Ego)

표정없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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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자아(Super-Ego)
도덕과 원칙에 의하여 본성이 제약되고 공제되여 제일 이성적인 상태이다.
아주 엄숙한 얼굴로 그 상징을 표현하였다.

초자아(Super-Ego)

심각한 표정

- 정신(Spirit)
심리학 경전의 비유에 근거하면 이드, 자아, 초자아는 빙산의 형식으로
비유되였다.
빙산의 비유는 시각화적으로 본아 , 자아, 초아에 관한 하나의 비유이다.
빙산 전체는 전부의 정신층면을 대표하고 있으며 자아와 초아의 일 부분과
전체의 본아는 물속에 잠겨져 있다. 자아와 초아의 기타부분은 수면위에
있으며 이것은 바로 유의식적인 사상구역이 현시되여 노출된것이다.23

정신(Spirit)

빙산(冰山)
<그림 34> 이드, 자아, 초자아 및 정신의 상징기호

23

Carlson, N. R. (1999-2000). Personality. Psychology: the science of behavior (Canandian ed., p. 453).
Scarborough, Ont.: Allyn and Bac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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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문화

문화상징기호는 상징기호중의 하나의 분류에 속한다. 문화기호는 통상적으
로 특정된 구역, 민족, 국가이여야만이 의미가 있다. 혹은 부동한 민족과 국가
에서 동일한 기호라도 부동한 의미가 부여된다. 문화기호는 통상적으로 그 민
족과 국가의 전통풍속습관, 역사배경, 신화전설등으로 구성되였다. 아주 많은
경우에 당지 문명에 대한 료해가 없으면 문화상징기호에 대하여 오독하거나
해독할수 없을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호도 지역과 문화의 한계와 속박에서
벗어나 세계상에서 공인하는 기호로 될수 있다. 아주 흔히 보게 되는 것들은
스위스 국기에서 발전하여 온 적십자, 그리스 신화와 성경에서 발취한 생명의
별, 화성과 금성의 대표기호에서 파생되여 나온 남여기호, 이집트의 상형문자
에서 유래된 생명지부(그림35) 등은 모두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림 35> 적십자, 생명의 별, 남성과 여성, 생명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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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Body)
여러 지역의 신화에서 인류는 어떤 신 혹은 생물에 의하여 창조하여 냈다
고 전해왔다. 중국의 신화에서는 여와가 황하수중의 진흑으로 인류를 빚어 내
였다고 얘기하였으며 유태교에서는 하느님이 맨 먼저 진흑으로 남자를 빚어내
고 그후에 남자의 늑골로 여자를 창조하였다고 얘기하였다. 본 애니메이션에
서는 진흑과 돌을 육체의 상징기호로 삼아서 사용하였다.

몸(body)

여왜가 사람을 만들다

- 자연력(Natural forces)
호루스의 눈， 진지의 눈은 고 이집트 문화중에서 제일 저명한 기호의 하나
이고 이집트 파라오의 상징이기도 하다. 신명, 군권을 대표하고 만물을 주재
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대자연의 힘과 지혜의 상징이다.

자연력
(Natural forces)

호루스의 눈

- 자연 (Natural)
함사(HAMSA)는 서아세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한가지
호신부이다. 맨 먼저 사용한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태기지역이다.개
방식의 오른 손은 축복과 힘의 상징을 대표하고 사악을 저지할수 있다. 동시
에 북아프리카의 유태인은 경전후에 거행하는 유월절에서도 함사를 사용하여
운수와 생육의미를 대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자연의 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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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Natural)

함사

- 지혜와 방법 (Wisdom & Method)
“태양과 달의 원반은 통상적으로 탕카 화면 상부의 천공에 그려졌으며
신상의 좌우 양측에 화면을 “지혜”와 “방편” 두 부분으로 분리하였으며
때로는 태양과 달 원반중에 제마끔 한마리의 세다리 붉은 새와 한마리의
흰토끼를 그려 놓는다. 이런것들은 한지 성상상징주의에서 발원된것이다.
그중에서 “태양중의 세다리 붉은 새”는 수자 “3” 이라는 강열한 빛을
발사하는 양성을 대표하고 “달속의 흰 토끼”는 수자 “2”이라는 미약하고
검은 그림자를 가진 음성을 대표한다.”24

지혜 (Wisdom)

태양

방법(Method)

달

24

Robert. Bill: trans. By Xiang Hongqie, The handbook of Tibetan Buddhist symbols, China Zangxue Press,
2006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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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루프 (Infinite loop)
우로보로스（Ouroboros）는 신화중의 생물이다. 플라톤은 우로보로스가
우주시조생물이고 완미한 생물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형용하였다. 눈과 귀가
없고 호흡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기관도 없으며 배설과 흡수는 하나의
시스템속에서 진행되고 자급자족한다. 이것은 주위에 이미 아무런 의외의
물체와 개념이 없는 것이다. 무한 순한의 개념을 의미한다. 탄생과 사망의
결합, 결속은 곧 시작이고 시작은 곧 결속이며 시간은 영원히 윤회한다.

무한 루프
(Infinite loop)

우로보로스
<그림 36> 문화 상징기호

3.4.7.

과학

본작품의 내용에 아주 많은 종교와 신비학적인 이론을 조성부분으로 채용하
였지만 생명기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본 작품은 과학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 내
용을 전개하였다. 물종기원설의 이론중에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가설 이
외에 과학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비교적 주류적인 여러가지 생명기원학설이 있
다:

클레이 가설（Clay hypothesis）
골드의 “깊고고 뜨거운 생물권”모델 (Gold’s “deep-hot biosphere”model)
배종 발달 설 (panspermia)
외계 유기 분자 (Extraterrestrial organic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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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세계 (Lipid world)
폴리 인산염 (polyhosphates)
PAH 세계 가설 (PAH world hypothesis)
방사성 비치 가설 (Radioactive beach hypothesis)
열역학적 손실(Thermodynamic dissipation)
다기원 (Multiple genesis)
화산도에서 파동한 열수 풀 (Fluctuationg hydrothermal pools on volcanic
islands)

이러한 학설의 내용에 근거하여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즉(표15)
a. 지구자신이 여러가지 화학반응과 작용을 통하여 우연한 조건하에서 결합
되여 생명을 형성하였다.
b. 외성에서 지구로 날아온 물체속에는 일부 원시생명상태를 가지고 있고 지
구에 온후에도 살아 남아 최종적으로 지구상의 생명체를 형성하였다.

생명의 기원
지구자체에서
산된

학설
산 크레이 가설
골드의 “깊은 뜨거운 생물권”모델
지질 세계
풀리 인산염
방사성 비치 가설
열역학적 손실
다기원
화산도에서 파동한 열수 풀
외성에서 기원
배종 발달 설
외계 유기 분자
PAH 세계 가설
<표 15> 생명의 기원 학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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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기원의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상 대부분의 학설들
은

생명이

지구에서

자주적으로

산생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그럼으로

<ENLIGHTENED>중의 생명기원부분에서도 이러한 학설을 채용하여

해석하

련다.

- 노드(Node)
일반적으로 노드는 하나의 국부가 팽창된 점이거나 하나의 교차점이다. 생
물학적인 분지학(분지시스템학)중에서 노드는 여러가지 물종들이 공유하는 파
생특점에 근거하여 제일 가까운 공동조상을 분류한다. 그리고 이 위에는 더
욱더 먼 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돌연변이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새로
운 물종의 출현을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누드이다.

노드(Node)

노드

- 혼돈 (Chaos)
혼돈은 생명산생하기전의 자연상태이고 단일하게 분석할수 없고 반드시 정
체적이고 연속된 데이터관계에서 파악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 모든 사물의 원시상태는 모두 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무더기의
부서진 조각들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상태가 끝날 무렵이 되면 이런 무기
적인 조각들은 유기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온근체를 이룬다.”-Edward Norton
Lorenz.
생명이 산생하기전에 생명을 내포하는 바다를 원시 수프"Primordial soup"
라고 불리웠다. 그 혼돈시스템속에서 무수한 인자들이 무작위하게 상호 작용
하여 유기물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준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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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Chaos)

원시 수프"Primordial soup"

- 코드(Code)
생명의 코드 유기물단체인 아미노산이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의미가 있는
DNA코드 배열을 이룰수가 없다. 하지만 무작위하고 우연한 기회에서 대자연
의 선택을 거쳐 아미노산은 우연한 기회에 한줄기의 의미가 있는 코드로 배열
되였다. 그리하여 생명이 산생되였다.

코드(Code)

DNA

- 랜덤(Random)
아미노산이 자연적으로 DNA를 조성할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 그 확률은
무심히 한 무더기의 염문자모거나 한자필획을 땅에다 뿌렸을적에 스스로 의미
가 있는 하나의 어구를 형성하는 것과도 같은것이다.

랜덤(Random)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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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Advance)
생명의 진화는 육체의 진보와 정신의 진보가 수반된다. 제일 원시적인 조건
반사에서부터 최고급적인 사고능력에 이르기까지 아주간단한 운동에서 복잡한
협조성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한발짝 한계단 되풀이하면서 오늘날에 도착하였
다.

진보(Advance)

계단
<그림 37> 과학의 상징기호

3.5. <ENLIGHTENED>의 시나리오

3.5.1.

Time line

시넙시스를 기초로 영상의 정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4개 부분으로 나뉠수
있다,즉:

BEGINNING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무에서 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표현하였다.
BIRTH -인류생명의 조성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인과관계와 시간의 시스템중
102

에서 드나들고 있다.
PASSAGE – 생명의 정신이 여러가지 부정적인 면의 정서와 불행중에서 배
회함을 진술하였다.
ENLIGHTENED – 부단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됨을 진술하였다.

위의 4가지 부분의 내용에 근거하여 앞전단계에서 준비하고 총결해낸
KEY-WORD를 상징기호화 시킨후 전체영상의 구조도를 조성한다.

<그림 38> 기호화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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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ART

1ST PART:
BIRTH

2ND PART:
PASSAGE

3RD PART:
ENLIGHTEND

EN
<그림 39> <ENLIGHTENED>TIM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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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의 상징기호를 리용하여 전체 영상의 시간선을 배열하여 낸후
매개 기호의 내용에 근거하여 장면과 동태를 설계함으로서 완전하게 시놉시스
의 내용과 중심사상을 표달할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전체영상의 시나리오를
완성할수가 있었다.

3.5.2.

시나리오

윗부분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ENLIGHTENED>의 시나리오 창작
을 완성하였다

“모든 희색의 환경에서,한 눈 갑자기 뜨게 뒈고，또는 주위를 바로보기 시작
한다. 액체가 동공속에서 흘러 내리고, 천천히 떨어지며，이러한 과정에 따라
주위에 무수한 눈동자가 전부 뜨기 시작한다. 그의 흘러내린 검정색 액체는
동그란 공으로 변화하며, 하나의 터널속에 들어간다.

작은 공은 터널속에 이동하고, 그 이동에 따라 출구도 보이기 시작한다. 거
대한 손바다처럼 보이며 공중에 뜨고 있는 출구에서 뛰어난 공은

아래는 생

명의 극물인 검정색 공간속에 떨어졌다. 모든 공은 공중에서 모이고 수량도
증가하며, 갑자기 폭발했다. 공간은 폭발에 빛에 비쳐

밝은 낮 같이보이며,중

간에 공은 한줄의 글자로 조합했다.폭발한 공은 공에게속 뜨고 있었고, 이때
세개의 종교를 대표하는 돌기둥은 바다속에서 나타났다. 이 돌기둥은 공중에
뜨고있는 손바닥에 부딪치고 그 순간에 나타난 광선은 검은 공과 결합하여 하
나 하나의 투명한 공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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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TH:

이때 공중에 뜨고 있는 거대한 손바닥은 회전하고, 뒷부분은 시간을 대표하
는 거대한 괴물이다,그 괴물은 입을 벌리면 강력한 인력이 나타나며,공간에
있는 모든 공을 입에 삼키기 시작했다.시간의 괴물울의 입은 한 유장한 통로
이다. 처음으로보이는 것은 눈 없는 인간이며 그의 입에서는 도기를 만드는
진흙을 뱉아내고 있었다. 진흙은 같이모이며, 몇 개의 손은 이 흙은 어떠한
형태를 만들고있고, 진흙을 지나가, 앞부분에는 원숭이의 분장(脸谱) 보이고 ，
통로의 끝은 한 짝 문이 있었다. 문이 열린후, 공은 여섯 개의 창문을 열고
있는 빈 방에 넘어, 바다 쪽으로 건너 갔다. 다섯 명의 여행객은 두 배를 타
고 바다우에 뜨고 있고 . 투명한 공은 이 바다를 건너가고 주위에는 두 큰 입
을 가진 괴물 날고 있었다. 이 두 괴물은 공 앞족에서 키스하며, 공을 괴물의
입술을

넘어 ,큰 눈동자가 보인다. 먼 곳에서 네 개의 화살은 눈동자 한가운

데서 쏘아 눈속에 수만은 술통 나타나며 술 넘쳐나와 모이며 한 입 속에 흡입
한다. 그 술은 한 나무로 변화함에 따라 무성한 과실 자라난다, 주위에 나타
나는 손들은 과실을 따고 있다. 공은 과일 나무를 넘어 한 빨간색 통로에 빠
지며, 뒤쪽에서 색상 다양한 수많은 공들은 앞족에 공을 따라, 출구로 넘쳐나
간다.

PASSAGE:

색상의 다양한 공은 거대한 천장(天杖)에서 분사하여, 각자색상의 대응한 공
간에 빨려 들러갔다. 처음은 자주색 공간이다. 무성한 가지아래

떠러진 자주

색 공은 긴 손인 괴물로 변화 하며 , 나무위에 있는 과실을 따고 있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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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장면은 파란색（蓝色） 공간이다. 파란색 공은 동물로 변화 하며, 그 동
물들은 물속 또는 육상에서 혼돈하게

걸고 있다. 다음 장면은 남색(深蓝色)의

공간이다. 여기에 있는 공들은 식인 꽃으로 변화하며,
삼키고

떨어지는 남색 공을

있다. 훨훨타오르는 큰 불을 넘어 공은 빨간색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

다. 공은 빨간 팔로 변화하며, 파란색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발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공간으로 이동했다.이 수많은 생물들은 주사위로 조합한
기둥위로 끔임없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 기둥은 끝이 없다 보니 생물들
은 영원히 끝을 찾을수 없다.

ENLIGHTENED

천장아래의 혼돈한 공간속에 하얀공들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 들

은 길을 잃어 버려 어디갈지도 모르고 있다. 주위에 이는 공들은 갑자기 한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고, 한 산 아래쪽으로 모여가며, 줄을서고 산으로 올라
가고있다. 그들은 산 위에 모이며 한

통로를 만들고 있고, 천장아래쪽으로

통하고 있다. 작은 공은 순시간으로 다른 고요하고 아무도 보이지않은

검정

공간에 들어가며, 공중에 한 불꽃 나타나고 점점 빨리 돌고 불환(火圈)으로 변
했다. 그 불환에서 분사하는 불뱀(火蛇)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안쪽으로 구
부리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붉은 호수에 떨어지고 있다. 불뱀들은 호수

에 떨어짐에 따라 땅은 진동하고, 호수에서 한 성이가 나타나며,하얀빛에 따
라 주위의 네모난형태, 도끼 형태 ,둥근 형태, 사다리꼴 형태 이 네가지 형태
의 물질은 성 주위에 뜨고 있다. 성아래의 붉은 호수는 밖으로 확장하며, 공
앞에 한 나무가 성장하고 있고, 중간에는 속도 다르고 또는 끔임없이 돌고 있
는 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은 시계 중간에서 공을 부르며,그들을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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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시계에 다고 오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몸속에서 세가지 다른
얼굴 나타나며, 각자를 물어뜯고, 저주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는
공들은 몸에있는 마스크를 뜯어버렸다. 어둡고 캄캄한 세게는 순시간으로 무
너지고, 천장에 있는 얼굴은 눈부신 빛을 애며, 모든공간에 흩어져버리고 있
다. 이때, 렌즈는 멀리가고, 원래 있었던 공간은
질점속에서
했다. 하늘에

질점(质点)왕국에 포함하고,

발사한 빛은 아홉가지 질점을 연결하며, 하나의 생명나무로 구성
한 빛은 질점중심에 나타나는 공의 중가부분에 쏘아 내려 회전

하는 게단으로 변하고, 공의 앞족에 나타나, 그를 위로 오르게 한다. 공은 수
많은 게단을 넘어 게단의 끝을 도착하여, 그의 껍데기를 벗겨 한 빨간 심장만
남게 뒀다. 심장은 나비로 변화하여 멀리 높은곳으로 날아가여, 한 연꽃이 가
득하고 멀리에 있는 우로보로스(衔尾蛇)와 수레 바퀴가 서로 감은 공간에서,
온 하늘에 가득한 나비가 나라다니며 그들을 마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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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화면 스케치

극본에 근거하여，기호를 결합시켜 제2판의 개념 스케치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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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제 2 판의 개념 스케치

제2판의 초도는 진일보 화면의 대체적인 내용과 화면중의 기호구성 방식을
확정하였고 전체 영상의 큰 방향성을 보아 낼수 있었다. 하지만 세부의 내용
이 없으므로 화면이 너무 비여있고 생동하지 못하여 개성이 없다. 때문에 다
음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작업들은 바로 화면에 대하여 세부화시키고 화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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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과 양식 그리고 정체적인 색채을 확정하며 상세하게 작품속의 매 원소
들을 설계하여 내고 상징기호를 구상화시키고 전체 스토리의 시각장면을 구축
하며 동시에 화면의 최종설정과 storyboard를 완성하여서 최후의 제작에 견
실한 기초를 딱아 놓는 것이다.

112

4. < ENLIGHTENED >의 시각화
시나리오가 확정되면

다음순서로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시각화전환을 진행

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절차는 맨먼저 화면의 스타일과 양식을 확정한다. 참
고화면에 대한 구도, 색채, 도안분석을 통하여 시나리오와 결합시켜화면의 디
자인 작업을 완성한다. 우선 예술의 스타일과 양식의 정의의 구별에 대하여
구분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예술의 스타일은 한가지 상대적으로 고정된 분류이다. 예를 들면, 유화, 판
화는 양식의 캐리어이다. 예술작품을 창작하기전에 우선 어떤 스타일로 작품
을 완성하려는가에 대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예술양식은 한가지 작품조합의 독특한 방식이다. 동일한 예술가 혹은 동일
한 시기 같은 종류의 예술운동과 문화가 관련된다
예술작품은 동일한 스타일과 동일한 양식으로 창작을 진행할수도 있고

동

일한 스타일과 부동한 양식으로 창작을 진행할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식은 부동한 스타일로 제작을 진행할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ENLIGHTENED>화면의 정의에 대하여 스타일과 양식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인 화면설정고를 고안하여 내련다.

4.1. <ENLIGHTENED>화면의 양식
4.1.1.

당카(Thang-ga)

당카의 양식은 분 애니메이션의 전체 양식으로 정했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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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철학을 중심으로 불교를 기초로 한 영상이고 예전에 연구한 내용에
근거하여 본 작품에서는 당카 예술의 양식으로 모든 내용을 전개하고저 한다.
당카는 장전불교에서 특유한 회화양식이다.불교발전의 역사원인에 의하여현
재의 당카예술은 인도, 네팔, 중국등 여러가지 예술양식이이 융합되였다. 제재
는 만상을 망라하고 있다. 종교화, 전기화, 역사화, 풍속화，천문역사와 장의장
약, 인체해부 등이 있다. 장족의 백과전서라고도 불리운다. 그 중에서 제일 자
주 보게 되는것은 종교화이다. 통상적으로 한축의 당카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완정한 스토리를 담아서 그려 낸다.화면의 경물은 스토리 줄거리의 수요에 근
거하여서 변화된다. 그 중에는 시간, 공간, 역사 등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화면도 원근적인 공간관계와 투시관계를 포괄하지 않는다.

내용과 구도

당카의 양식은 대체로 인물화, 스토리화, Mandala, 과학화 네가지 종류로
나뉜다

인물화：

불을 화면의 주체로 하고 주체의 주위에 보조표술할수 있는 내용을 삽입한
다.(그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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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당카의 인물화

스토리화：
역사스토리, 종교스토리, 혹은 우화스토리 등을 주제로 시간, 공간의 제한을
버리고 모든 원소들을 하나의 화면중에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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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당카의 스토리화

Mandala:
고대 인도의 밀종수법활동에서 기원되였고 인도교 밀종과 불교의 밀종에서
의식을 거행하거나 선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던 상징성 도형이다. 동시
에 우주각방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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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Mandala

과학화：
예를 들어 해부, 약재, 생물 등 방면의 연구내용을 표달한다. 통상적으로 한
가지 객관기록의 방식이다.

<그림 44> 당카의 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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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까지 당카 유형의 구도 방식을 아래와 같다(그림 45). 이 구도 방식은
<ENLIGHTENED>의 화면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5> 당카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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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당카의 색채 분석

ENLIGHTENED의 색채 시스템은 당카의 색채 시스템을 참조하였다.
당카는 천백여년의 발전과정중에서 불교회화경전의 속박을 받아왔고 동시에
엄격한 제조공정과 기술규정이 있으며 세대상전한다. 주체, 내용, 구도,
심지어 색채마저 발전이 완만하고 한가지 양식이 심지어 몇세기를 지나도
변화가 별로 없어서 화면상 시대의 특점을 선명하게 느낄수 없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고정된 제작과 회화모식을 가지고 있다.당카를 제작하고 그리는
공정은

아주

복잡하고

칼러의

사용도

아주

고구하다.완전히

천연적인

광식물원료여야하고 빛깔과 광택도 곱고 아름다워야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색이 쉽게 바래지지 말아야 한다. 그럼으로 당카의 색채도 동일성을 가지기
마련이다.이러하므로 대표성적인 당카작품의 색채에 대하여 추출하여 내면 그
대표색을 알수가 있고 색판도 제작할수가 있다. 이는 이후의 영상화면의
제작에 참고로 될것이다.

당카는 주요하게 국당과 지당 두가지로 분류된다.

국당:비단을 재료로 제작하였으며 그 색채양식은 본작품에서 채용하지 않는다.
지당:특정된 도료로 종이위에 혹은 견직물위에 제도하여 완성해낸 작품이고 제
조공정이 번잡하고 제도 시간이 오라다.

지당의 양식과 종류는 아주 풍부하다. 통상적으로 전업상에서 지당은

당카

의 배경을 제도할 적에 쓰이는 도료의 부동한 색채에 근거하여 부동한 유형으
로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종류의 지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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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카：여러가지 색채의 도료를 사용하여 배경을 제도한 류형이다.
금당카：금색 도료를 사용하여 배경을 제도한 류형이다.
주홍당카：주홍색도료를 사용하여 배경을 제도한 류형이다.
흑당카：오로지 묵색으로만 사용하여 배경을 제도한 류형이다.

채당카

금당카

주홍당카

흑당카
<그림 46> 당카의 색깔

금당카，주홍당카와 흑당카는 색조가 단일하고 명확하며 여기에서는 주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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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채당카의 색채에 대하여 분석하련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카의 색채와 양식은 몇세기를 지나도 변화가 별
로 없으므로 당카색채에 대한 분석정리는 채당카중에서 여러가지 비교적 자주
보게되는 양식의 작품에 대하여 칼러 모듈화 처리를 진행함으로서 그 중에서
상용적인 색채의 범위를 찾아내고 정리하여 색판을 만들고
<ENLIGHTENED>의 제작에 참고가 되도록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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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ENLIGHTENED> 색판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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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NLIGHTENED>의 화면 양식 설정

당카의 화면분석에 근거하여 제2판의 화면 초도를 완벽화시켜 화면 모형에
대한 설정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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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ENLIGHTENED>의 화면 양식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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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NLIGHTENED>화면의 스타일
4.2.1.

프래트 스타일

프래트 디자인는 계면디자인에서 유발된 디자인 풍격이다. 원래 삼위입체의
도상중에서 과도하게 강조하던 음영, 점변과 결 등을 포기하여 버리고 간결에
전념하여 간단한 원소, 조판 및 평탄한 색상으로 복잡한 내용을 담으려는 한
가지의 디자인 풍격이다.
프래트 디자인풍격은 주요하게 국제인쇄모형, 원본고객의 계면，현대주의와
새로운 바우하우스풍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2010년， Microsoft는 새롭

게 발표된 Windows Phone 7에서 이러한 디자인의 매력을 전개하였으며
Windows8의 계면에서도 이러한 디자인풍격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이러한
풍격은 근년래의 디자인계의 디자인 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 주
었다.APPLE의 IOS시스템도 포괄하여 대량으로 이러한 풍격을 참조하였다.대
형의 칼러 모듈，기하학적인 도안 ，간결한 조형，환하게 밝은 대비 등 원소들
은 즉시로 수많은 디자이너들과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근년래 제일 유
행되는 디자인 풍격으로 까지도 되였다.
당카의 모형은 표현력상 아주 강대하지만 본작품에 대하여서는 크나큰결함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화면이 너무나 종교화되여 있는 것이다.만약 그
대로 당카의 모형을 옴겨 쓰게 되면 기타 원소들이 본작품중에서의 내용조성
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동시에 화면내용이 너무나 구상적이여서 시각상 관
객들에게 아주 강렬한 방향성 암시를 가져다 주게 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희망컨데 획득하고저 하는 효과가 아니다.
근년래 전통예술모형도 이러한 영향의 충격을 받지 않을수가 없다. 그러므
135

로 시각화의 제2단계는 당카의 기본원소들을 보류하는 동시에 편평화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화면중의 종교감을 약화시키고 디자인감과 현
대감을 아프시켜 화면의 내용이 더욱더 다원화되도록 유도하였다.

4.2.2.

<ENLIGHTENED>화면의 프래트화

<ENLIGHTENED>의

편평화는 주요하게 여러가지 방면으로 착수하였다.

조형

화면중에서 복잡한 조형에 대하여서는 기하화시켰다.(그림49)

<그림 49> 조형간소화

색채：

흑당, 홍당, 금당의 표현방식을 더 많이 참조하여 화면의 색조를 단색조로
개변시켰다.(그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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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ENLIGHTENED>의 단색화

패턴：
<ENLIGHTENED>중의 패턴는 돈황벽화중의 조정패턴를 참조하였다.
돈황벽화는 세계상에서 벽화가 제일 많은 석굴무리이고 동서방의 예술이 합
류되는 곳이다. 벽화중에서 아주 많은 내용과 제도방식은 모두 동서방예술문
화의 특점을 융합시켰고 조정은 중국건축중에서 정수리부위의 장식수법이며
장식성이 아주 강하다. 통상적으로 조정위에는 아주 많은 패턴가 그려져 있는
데 이것은 천연적인 패턴데이터베스로 되는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패턴들은
특정된 문화의미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장식작용을 발효할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많은 건물에서 찾아 볼수가 있다.
돈황석굴중의 조정은 창작시간 스팬이 약 근천년이 되므로 장식도안의 집대
성이라고 볼수있다. 조정에는 대량으로 균형, 대칭, 중복, 율동, 변형과 과장의
수법을 운용하였고 당시의 풍부한 문화와 창조력을 과시하였다.(그림51)

137

<그림 51> 돈황벽화중의 조정(藻井)25

본작품중의 모든 패턴 부분은 모두 대량적으로 돈황조정위의 도안 내용을
참조하여야 했고 편평화처리를 거친추 나중에 영상중에 인입하였다.
본연구에는

다만 조정중의 패턴 부분의 내용만 필요하므로 조정의 구조와 년

대에 대하여서는 탐논하지 않을 련다.
돈황 조정중의 주요한 패턴들로는 연하패턴，인동패턴，기하패턴，운기패턴，
연꽃인동패턴，연주패턴，운두패턴，권초패턴，능각패턴，패각패턴，방벽패턴，
추각패턴，회형패턴 등이 있다.각시기의 패턴 모양은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턴들을 전화시켜 편평화한후 화면중에 응용하였
였다.

a. 연하패턴 (莲荷纹)
이름 그대로，연하패턴는 연꽃과 연잎의 패턴를 그려낸것이다.연꽃은 불교문
화중에서 중요한 문화상징이므로 불교가 중국에 도래된후로 연하문은 주요한
25

Yang Dongmiao: 敦煌历代精品藻井 100 图，Zhejiang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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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중의 하나로 되였다. 중국의 여러가지 장식품에서 모두 봐낼수 있다.

b. 인동패턴 (忍冬纹)
인동식물을 주제로한 패턴이다. 인동은 금은화라고도 한다. 엄한중에서도
시들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다. 남북조 시기에 아주 성행하
였다.

c. 기하패턴 (几何纹)
기하체로 조성된 패턴이고 조정의 가장자리 부분에 자주 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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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기패턴 (云气纹)
운기문은 한위조 적에 유행하였던 패턴이다. 공예품과 칠기위에 아주 잘 새
겨진다. 유창한 선조로 유동하는 구름의 패턴를 표현하였다.

e. 연꽃인동패턴 (莲花忍冬纹)
연꽃인동패턴는 인동패턴 기초위에 연꽃패턴를 새겨서 이루어진 패턴이다.

f. 연주패턴 (连珠纹)
연주패턴는 옛 이란의 사산왕조에서 제일 많이 유행했던 패턴이다. 기원
5-7세기에 중국에 도래되였고, 원형을 기초로 배열조합된 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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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운두문 (云头纹)
운두문은 여의모양의 구름패턴이고 권곡된 선으로 조성된 구름무양의 도안
이며 길상여의의 함의를 대표하였다.

h. 권초패턴 (卷草纹)
인동패턴에서 발전하여 왔으며 유연하고 파도모양의 곡선으로 조성되어 연
속된 풀잎과 경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동패턴와의 차별은 패턴위에 꽃이 없는
것이다.

i.

능각패턴 (菱格纹)
능각패턴는 이름 그대로 능형으로 조성된 패턴이다. 능각패턴는 능형을 기

초로하고 있으나 내부의 꽃패턴와 배열은 아주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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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패각패턴 (贝纹)
춘추전국시대에 흥행했던 패각패턴는 흔히 이방연속도안의 형식으로 출현되

고주요하게 여러개의 패각상 도안과 각이한 꽃패턴로 표현된다.

k. 방벽패턴 (方璧纹)
방벽패턴는 방형의 패턴모양이 일정한 도안과 순서에 따라서 조성된 한가지
패턴 모양이다.

l.

추각패턴 (垂角纹)
추각패턴는 휘장처럼 드리원진 패턴모양이다. 조정변두리의 장식에 많이 쓰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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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회형패턴 (回型纹)
청동기거나 도자기 위의 원시패턴모양이고 중문의 회자모양처럼 수미가 서
로 연결되여 구성되였고 원형의 형태를 가질수도 있다.

<그림 52> 막고굴(莫高窟)에서 있는 패턴종류

조형, 색채 및 패턴모양에 대한 편평화처리를 거쳐 <ENLIGHTENED>의
화면에 응용할수 있다. 이러한 패턴들은 화면중에서 화면을 풍부하게 하여
주는 작용이 있고 내용의 화려함을 더해준다.

<그림 53> <ENLIGHTENED>화면에서 있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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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NLIGHTENED>콘텐츠 디자인

화면의 스타일, 양식, 시나리오, 내용이 확정된후 화면중의 원소시스템을
설계해내야 한다. 전에 총결해낸 개념상징기호로 정체적인 화면의 틀을
구건한다. 제3판의 개념도는 최종적인 판본으로 될것이다.
a. 주인공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

+

주인공이 Body + Code + Blend로 조성된 것은 생명은 육체와 정신으로
조성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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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혜의 중심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c. 자연은 무작위로 삶의 코드를 선택한다.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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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간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 세가지 종교의 융합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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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원시 수프 및 정신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g. 변화함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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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무매(无明)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i. 행동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148

j. 인지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k. 신분의 구축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l. “나”에 대한 인지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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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접촉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n. 접수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o. 사랑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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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요구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q. 소유와 출생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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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s. 오만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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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질투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u. 무명에서 오는 감지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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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집착 탐욕 인색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w. 분개, 증오, 격노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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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욕망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y. 환각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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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종극의 보리심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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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우주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bb. 스화의 길 – 카발라의 생명수

<그림 54> 새명수의 10 개 질점

생명수는

10개의

질점으로

이루어졌다.

질점이

이루어진것은

제마끔

Crown, Wisdom, Understanding, Mercy, Fortitude, Beauty, Victory,
Splendour, The Foundation, The kingdom 등이다. 제목이 <Mystical
Qabalah>라는 책에서 매질점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다.
질점의 내용구조는 네가지 층차가 있다.안에서부터 밖으로 차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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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 대천사, 중천사, 행동의 계. 성광이 처해 있는 곳은 이 질점의 Magical
Image를

비유한다.

동시에

안에서

부터

밖으로

가면서

영성으로부터

물질로의 과도단계별임을 임의한다. 매 질점은 제마끔의 전속적인 칼러를
가지고 있어서 총 4가지 칼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상징물로 질점의 정체적인
입체형태를 구성한다.질점의 구조도는 아래에 현시된바와 같다.(그림55)

<그림 55> 질점구조도
아래는 10개 질점의 디자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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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Explanation

Magical

An ancient bearded king

이미 알는

image

seen in profile

것과 미지

Symbols

The crown

왕관
수많은 눈과

Archangel

Metatron

서른여섯
날개

Order of
angels
Mundane
chakra

사자, 황소,
Holy living creatures

독수리,
사람

First Swirlings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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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ntent

Explanation

Magical

A bearded male

성숙한, 비옥한

image

figure

아버지

Symbols

The Phallus， The
Standing-stone. The
Tower. The Uplifted
Rod of Power

제 1 포지티브

Archangel

Ratziel

성배

Order of

Auphanim

angels

Wheels

Mundane
chakra

The Zodia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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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의 네 바퀴

12 조디악

Image

Content

Explanation

Magical

A mature woman. A

성숙한,비옥한,

image

matron.

어머니

Outer Robe，Vesica
Symbols

piscis, cup or chalice,
female genitals

Archangel

Order of
angels
Mundane
chakra

제 1
네거티브

Tzaphkiel

대천사

Thrones

왕좌

Saturn

토성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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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ntent
Magical

A mighty crowned and

image

throned king

Symbols

Archangel

Order of
angels

GOD

Explanation
왕위에 왕

Tetrahedron，Pyramid，

피라미드,평등

Equal armed Cross

무장한 크로스

Tzaphkiel

단검

Chasmalim

불꽃

Elyon

불스의 모자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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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ntent
Magical

A mighty warrior in his

image

chariot

Symbols

Five-petalled Tudor Rose.

The Pentagon. The
The Sword.The Chain.
Archangel

Order of
angels

GOD

Explanation
분노, 복수

오변형,
쇠사슬

Khamael

불 칼

Fiery Serpents

불꽃

Elohim Giber

불꽃과 번개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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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ntent
Magical

A majestic king. A child.

image

A sacrificed god.
The Rosy Cross. The Calvary

Symbols

Archangel
Order of
angels
Mundane
chakra

Explanation
젊은 왕

pyramid. The cube.

핑크 크로스, 기사
크로스，사면체,
헤드 없은
피라미드

Raphael

치료

The kings

치료의 샘물

The sun

태양

Cross.The truncate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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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ntent
Magical
image

A beautiful naked woman

Symbols

Lamp and girdle. The rose

Archangel

Haniel

Order of
angels
GOD

Elohim

Jehovah Tzabaoth

Color

165

Explanation
발가벗은
여성
예술, 시와
감정

별과 달

6 날개
천사
사자

Image

Magical
image

Symbols

Archangel

Order of
angels

GOD

Content

Explanation

An hermaphrodite

양성

Names and Versicles
and Apron

Michael

Beni Elohim

Elohim Tzabaoth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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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뱀과 용을
죽이는 전사
인간과
결혼하는 신

만군의 신

Image

Content

Explanation

Magical

A beautiful naked man,

발가벗은

image

very strong

남성

Symbols

The Perfumes and sandals

땅의 힘

Archangel

Gabriel

하나님의 손

Order of
angels

날개에서

Kerubim

수많은 눈을
있는 대천사

Spiritual

Vision of the Machinery of

우주 기계

Experience

the Universe

시스템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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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ntent

Explanation

Magical

A young woman, crowned

왕관을 쓴

image

and throned

젊은 여성

Symbols

Altar of the double cube. The
Equal-armed cross. The
magic circle.The triangle of
art.

물리적 세계
힘,

Archangel

Sandalphon

아름다움,
삶은 천사

Order of
angels

GOD

Ashim

불의 혼

Adonai Malketh

전차 바퀴

Color

26

<그림 56> 10 개 질점의 디자인 스케치

26

Dion Fortune:

Mystical Qabalah, Weiser Books, 2000, P109-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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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c. 진화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dd. 지혜와 방법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e. 윤회와 무한순환
개념상징기호

콘탠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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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NLIGHTENED> 최종 화면의 설정

지금까지 <ENLIGHTENED>의 제작에 수요되는 모든 내용은 이미 정리가
완성되였다. 화면의 초도에 근거하여 layout의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최
종적으로 전체 영상화면부분을 설정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맨 마감에 이런 최
종화면의 설정에 근거하여 최후의 제작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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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그림 57> <ENLIGHTENED>최종의 화면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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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LIGHTENED>의 재작
5.1. <ENLIGHTENED>의 표현방법

<ENLIGHTENED>은 3D Motion graphic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면내용을 표
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본 영상에서의 제재와 표현내용상 3D Motion graphic
의 표현방식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우점을 가지고 있다.

a. 복잡한 무늬모양의 효과를 표현할수 있다.
<ENLIGHTENED>중에서 시각기초모형이 당카모형이므로 그 안에는 아주
많은 화려하고 복잡한 무늬모양과 선들이 포함되였다. 전통적인 2D애니메
이션의 제작방식에서는 선과 색채의 간결성을 강조하므로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단선조와 큰색덩어리의 제도방식을 사용한다. 특별히 애니메이
션 부분에서는 대량의 동태효과가 수요되므로매번 세부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작업량은 배로 늘어나므로 전통적인 2D의 제작방식을 사용하여 표
현하게 되면 시간과 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효과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3D애니메이션의 제작방식으로는 복잡한 무늬모양이 출현되는 것을 허용하
고 장면의 화려한 정도도 2D애니메이션을 훨씬 능가하였다. 동시에 무늬모
양의 종류와 복잡정도를 증가하여도 제작진도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다.(그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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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3D 애니메이션에서 복잡한 패턴모양을 제작해낼수 있다.

b. 복잡한 군체운동을 표현할수 있다.
<ENLIGHTENED>중에는 아주 많은 군체운동이 있다. 예를 들면 수백개의
캐릭터의 이동, 불꽃분사의 장면，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수한 작은 공 등등이다.
2D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려면 하나의 캐릭터 혹은 소수 몇개의 캐릭터의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장점이고 동작을 아주 통쾌하게 표현해낼수 있다.
하지만 군체적인 애니메이션은 마냥 약점으로 될수밖에 없다. 94년도의
<사자왕>중에서 분노하여 급습하는 소무리에서부터
그리고

<화목란>중의

흉노군은

모두

완성하였다.(그림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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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왕자>중의 군중,

3D애니메이션의

기술을

이용하여

<그림 59> 2D 애니메이션중의 3D 군체애니메이션의 운용

c. 화면중 복잡한 물체의 구조를 표현해낼수 있다.
<ENLIGHTENED>중에서 아주 많은 물체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life of tree”의 “질점”부분은 한층한층의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입체감이

아주

강대하다.

2D애니메이션으로선

3D애니메이션에 비하여 아주 부족하고

이

방면의

표현력이

시간과 정력의 소모도 아주 크다.

그리고 화면 렌즈가 자유로 그 사이에서 넘나들어야 하므로 3D애니메이션을
선택하여 <ENLIGHTENED>의 표현수법으로 응용하면 아주 적합하다.

5.2. 제작계획

앞의 네 장절에서 <ENLIGHTENED>의 중심사상，내용keyword，개념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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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풍격모형의 확정，화면초도，표현방식 및 최종화면의 설정 등 작업을 하여
왔다. 구체적인 제작계획을 제정하여 최후 부분이 순리롭게 완성되는 것을 확
보하여야 한다.
3D애니메이션 제작시스템중은은 통상적으로 3개의 큰 부분으로 나뉜다. 즉
전기, 중기, 후기제작이다. 。

전기제작
전기제작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우선 캐릭터, 장면 등에 따라서 평면디
자인을 진행하고 3D모형을 제작해낸다. 그리고 이 모형에 골격을 붙혀 주고
표정(Create Face Shape & Poses)을 제작한후에 캐릭터모형에게 옷감과 모발
(Cloth & Hair)을 제작하여 주어야 한다. 최후에 모형이 완성된후 UV매핑 좌
표의 획분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좌표에 근거하여 매핑를 그려내야 하고
각모형의 재질을 조절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중기제작
중기제작은 전기제작이 완성된 기초상에서 디자인 초고에 근거하여 장면을
구축하고 부동한 장면에 따라서 픽업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캐릭터을 등
장시키고 애니메이션을 성능을 시험한다. 특수한 효과 예를 들면 연기, 불꽃,
폭팔물등이다. 성능을 시험한후 표현(Render)단계에 들어간다.

후기제작
후기제작은 표현단계를 완성한후 소재들을 정합하여 모으는 작업이다. 일부
특효들은 3D프로그램중에서만 완만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성프로그
램속에서는 실현속도가 아주 빠르다. 동시에 화면의 효과를 조절하여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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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면 색조, 위치, 구도등이다. 마감으로 음악가에게 보내여서 배음
을 넣어주고 후기음악효과를 가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서 최종적으로 영상제
작을 완성한다.

5.3. 전기제작

5.3.1.

모델링

모형은 전체 영상의 기초이고 모든 화면을 구성한 제일 기본적인 단위이다.
모형의 좋고 나쁨은

전체의 영상의 시각효과와 후기 제작환절의 순조로움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NLIGHTENED>의
사용하여

완성한다.

모형부분은

MAYA의

AUTODESK

비교적

낡은

지휘하의

판본중에는

MAYA를

세가지

모형의

건립방식(건모)이 있다. 제마끔 Polygon、NURBS、Subdivision이다. (그림60)
이 세가지 방식은 각기 제마끔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Polygon건모는
비교적

자유롭고

쉽게

손을

착수할수

있다.

하지만

원활하지

못하다.

NURBS건모는 규칙적이고 곡선적이고 원활한 물체를 제작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복잡한 모형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Subdivision의 존재는 가치는 별로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다. 비록 앞의 두가지 우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데이타량이 너무 커서 기계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 그래서
2015판본부터는

Subdivision의

<ENLIGHTENED>중에서는

건모방식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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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on과

삭제하였다.
NURBS의

때문에
건모방식을

Maya중에서

모형의의

정세밀도에

따라서

다변형의

수량도

다를

수

있다(그림61). 정세밀도가 높을수로 세목은 더욱 많아질것이고, 모형을 조성한
다변형의 수량도 더욱 많아질것이다. 동시에 컴퓨터시스템의 자원을 더 많이
점용할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장면중에서

모든

모형이

사용하고

있는

다변형의 총수는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수평의 제한을 받는다.
<ENLIGHTENED>는 회사에서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에 모혀의 제작상 많은 제한을 받을수밖에 없다. 이번 모형의 제작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60> Polygon、NURBS、Subdivision 세가지 모델링 방식27

27

http://www.etereaestudios.com/training_img/subd_tips/introduccion/nurbs_polys_sub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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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모형의 다변형 수량에 따라 모형의 정밀도 다르다28

- 엄격하게 다변형의 수량을 공제하여야 한다.군체운동을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더욱히 가급적이면 면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 모형에 대하여 특별히 근경이외의 모형은 될수있는한 합병(Combine)시켰다.
그것은 동일한 장면중에서 많은 물체가 나와도 대량의 자원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경중의 산, 나무, 돌 등 애니메이션이 없는 모형은
될수록

합병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면

컴퓨터의

운산속도를 대대적으로 가속화할수 있다.

- MAYA중에서 셰이더의 수량은 장면의 교대질량에 영향줄것이다. 셰이더는
물체표면에 물리속성을 가져다줌으로서
장면의

교대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셰이더의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현속도도

점점

느려

질것이다.

그러므로 아주많은 물체들이 가급적이면 하나의 셰이더를 사용하도록
강조하여 동시에 매핑의 수량도 줄여서 자원을 절약하여야 한다.
28

http://audreee.deviantart.com/art/Naga-high-and-low-poly-2823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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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최종의 화면 레이아웃을 초고해서 대략 한달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여 거의 모든 모형을 제작해냈다.(그림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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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ENLIGHTENED>에서 일부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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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골격시스템의 구축

모형이 완성된후 움직일수 있게 하려면 골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어야 한
다.MAYA중에서 골격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4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골격의 노드를 건립
모형중에서 운동하는 부위에 따라 구조에 근거하여 골격노드를 창조한다.
동시에 골격좌표의 방향을 조절해주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 정향과 반향 동력학
관절의 양단에 IK시스템을 구축한다.MAYA중에서，IK는 정향동력학과 반향
동력학 두가지시스템을 포괄한다.간단하게 말하면 고층차에서 저층차를 이
끌어 운동하는 방식이 바로 정향동력학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대퇴가 소퇴
를 이끌어 운동하는 것이다. 저층차에서 고층차를 이끌어 운동하는 방식이
바로 반향동력학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손이 팔을 이끌어 운동하는 것이다.
반향동력학시스템중에는 또 곡선IK도 있다. 유연한 곡선운동을 공제하기위
해서이다. 예를 들면 뱀이다.

- 제동기의 건립
골격과 IK를 모두 구축한후에 제동기를 창건하여 골격의 운동을 공제하여
야 한다. 제동기의 기능은 수요에 따라 설정할수가 있다. 동시에 여러개의
골격노드를 공제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 스킨
골격, IK 와 제동기를 완성한후，스킨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스킨는 바로
모형을 상응한 골격계통에 부착시켜 골격계통이 모형의 운동을 공제할수
있게 하였다.(그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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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골격 시스템을 배치하는 모형

5.3.3.

융합변형 (Blend Shape)

융합변형은 Adobe Illustrator중의 융합변형도구와 유사하다. 두개의 형태중
에서 중간의 과도변형을 진행할수 있다. MAYA중에서 융합변형은 안면부의
표정변화와 물체의 변형효과를 제작하는데 사용할수 있다.(그림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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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융합변형으로 만든 눈 동자와 동공의 변화

5.3.4.

매핑과 재료（Mapping&Material）

간단하게 말하면 매핑은 모형의 표면에 한장 혹은 여러장의 평면도를 부착
시켜 모형으로 하여금 색채와 무늬를 가지게 한다. 재질은 제작하려는 모형이
수요되는 재료를 정의하여 낼수 있다. 예를 들면 금속, 비닐, 피부 등등이다.
<ENLIGHTENED>중에서는 화면디자인초고의 편평화풍격에 근거하여 카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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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Cartoon Material）을 모형의 재질로 선택하였다. 이 재질의 특점은 칼러
가 완전히 매핑의 칼러로 환원시킬수 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영향을 받
지 않을수 있으며 제일 근사하게 디자인초고중의 화면풍격을 환원시킬수 있는
재질이다. 동시에 표현할적에 속도도 아주 빠르고 점용자원도 아주 작다.본작
품의 기본원칙에도 부합된다.
모형재질을 확정한후에 매핑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매핑의 부분은 주요하
게 3개의 절차로 실현한다.

- UV좌표
UV좌표는 모형의 매핑좌표이다. 도편위의 도형은 좌표를 통하여야 만이 준
확하게 모형의 상응한 위치에 대응될수 있다.(그림65)

<그림 65> 천장 모현과 UV 좌표

197

앞에서 제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본작품은 여러개의 모형의 UV를 집합하여
함께 도출하였다.

- 매핑 제작
도출되여 나온 UV좌표를 Adobe Illustrator안에 넣으면 디자인초고에 근거
하여 위치별로 그림을 그린다.(그림66)

<그림 66> 천장의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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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핑 도입
제도해낸 매핑를 MAYA의 재질공에 도입하여 모형으로 부여한다.(그림67)

<그림 67> 매핑된 천장모형

옷감과 모발(Cloth&Hair)은 <ENLIGHTENED>중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소개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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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기제작

5.4.1.

카메라

가상적인 3D세계중에서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장면중에 카메라를 설치
하여야만이 렌즈로 포착할수 있다. 현실세계속의

조리개，셔터，피사체 심도

등 매개 변수는 모두 여기에서 조절할수 있다. 이 절차에서 Storyboard중의
화면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배치하여야 한다. 동일한 장면중에 만약 하나이상
의 카메라가 있으면 제마끔 이름을 달아서 분별하여야 하고 나중에 표현할적
에 비교적 편하게 수요되는 카메라를 선택하여 촬영을 진행할수 있다.
MAYA중에는 카메라의 이동이 통과하는 노경애니메이션에 근거하여 실현한
다. 간단하게 말하면 카메라가 운행하여야할 궤적에 따라서 곡선을 그려놓는
것이다. 다음에 카메라를 곡선위에 묶어 놓아 곡선에 따라 운동하도록 하였다.
카메라의 조율도 상당히 시간과 정력이 소요되는 작업이다.(그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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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3D 장면에서 카메라의 운동 궤적 및 카메라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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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장면

장면의 구축은 전에 만들어낸 모형을 조합하여 디자인초고중의 장면을 만드
는 것이다. 이 절차도 상당히 번거롭다. 장면이 너무나 방대하므로 엄격하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다변형의 면수를 줄이고 장면중의 물체들
을 합병하는 동시에 UV를 조합하여 재질공의 사용을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교대와 표현속도가 빨라질수 있다.
장면중에는 모형의 구축과 카메라의 설치를
션,

특효와

조명

등

3개

방면의

제외하고도 캐릭터의 애니메이

내용에

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ENLIGHTENED>의 풍격으로 말미암아 기본상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
로 여기에서는 소개를 생략하련다.

-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모형을 구축한 이후에 캐릭터 각부분의 골격 혹은 제
동기로 키 프레임（关键帧）을 설치한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간 프레임의 조절을 진행함으로서 자연적이고 동태적인 단계에 도달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애니메이션 기초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
이 절차에서는 Storyboard중의 내용에 따라서 카메라의 이동에 배합하여야
하고 장면속에 나온 캐릭터에 대하여 상세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하여야
한다. <ENLIGHTENED>중에서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 모두 상대적으로 간
단하므로 그냥 간단히 설명할뿐니다.

- 특효
장면중에 출현되는 특효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연무, 비, 화염, 군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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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 및 류체 등 특수효과를 요구할적에 통상적으로 파티클 시스템
(particle system)을 사용하요 완성한다. 그 특점은 가조절 정도가 높고 각종
입자의 발사상황에 적응한다.
입자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맨먼저 하나의 입자발출계(particle emitter)를 건
립하고 그중에서는 입자들이 발사되여 나온다. 발출계의 종류를 선택하고 입자
의 매초 발사량, 발사속도, 방향 등 매개 변수를 조절한다. 그리고 풍력, 인력,
문난 등 동적 필드(动力场Dynamic field) 의 속성을 가입시켜서 이상적인 입자
운동상태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런후에 입자의 재질 혹은 사용모형으로 입자를
대체하여 입자의 애니메이션을 완성한다.
<ENLIGHTENED>중에서는 또 아주 많은 군체운동 장면이 있고 이러한 장
면들은 입자의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실현한다. 예를 들면 아래의 장면(그림69)
중에서 입자의 속성을 조절한후에 모형을 도입하고 입자를 모형으로 교체한다.
그후에 하나의 간단한 코드를 첨부하여 모형의 불규칙 운동방향, 회전, 크기를
조절하면 예상했던 애니메이션의 상태에 도달할수 있다.

입자발출계에서 발사된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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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를 대체하는 모형

최종효과
<그림 69> 입자 애니메이션

5.4.3.

렌더링

이상의 모든 내용을 완성한후에 맨마감에 남게 되는 것은 시간을 제일 많이
소모하게 되는 렌더링부분이다. 하지만 <ENLIGHTENED>에서는 조명효과와
그림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주요한 화면 효과는 평면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진

다. 그러므로 렌더링할적에 아주 많은 기술함량이 소요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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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략적으로 본작품에서 렌더링부분에 사용한 기술들을 소개하련다.

- 분층헨더링
3D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피사체 심도 등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렌더링속도를 너무 심하게 다운시키고 정체적으로 렌더링해냈다고 하여
도 후기 소프트웨어에서 조절하기 힘드므로 대다수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분층렌더링기술을 사용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면중의 물체에 부동한 렌
더 레이어(rendering layer)를 부가한후에 제마끔 렌더링해내는 것이다. 그리
고 나서 후기 소프트웨어에서 합성을 진행한다. 이러면 단독적으로 한층만 조
절하여도 이상적인 효과를 획득하여 낼수 있는 것이다.

- PNG 이미지 수출
PNG 이미지 수출은 영상수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 빠르고 용량
이 더욱 작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PNG격식의 이미지을 수출하면 Alpha통로

를 소지할수 있으므로 더욱 편하게 합성단계에서 응용할수 있다.

여기까지，<ENLIGHTENED>에서의 중기제작부분은 결속지었다.

5.5. 후기제작

5.5.1.

합성(Compositing)

모든 렌더링이 완성되면 이러한 사진들에 대하여 정합시켜주어야 완전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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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얻을수가 있다. 이번의 합성에서는 Sony출품인 Vegas pro11을 사용하
였는데 커팅방면의 제작에 아주 인성화되여서 마우스에 배합하여 교효율적으
로아주많은 편집작업을 완성할수 있고 플러그인 방면의 지원도 아주적으므로
합성소프트웨어로 선정하였다.
이 절차의 작업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Storyboard에 대조하여 편
집하고，턴 돌기 효과를 첨가하여 영상의 리듬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토막에 대
해서는 커팅하여 버리며 동시에

일부 헤딩문자 및 최후의 자막을 입력한다.

그리하여 영상이 더욱더 완정하여지도록 보장한다.

5.5.2.

특효(Effect)

<ENLIGHTENED>에서는 특효가 별로 많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련다.

- 모션블러(Motion blur)
모션블러는

물체가

운동할적에

카메라가

포착한

형상위에

산생된

모호상태이다. 렌더링할적에 렌더링 모션블러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합성할적에
화면에 이러한 효과를 첨가하여 주어야 한다. 특효 플러그인 ReelSmart
Motion

Blur는

목전에

사용하고

있는 주류적인 모션블러

플러그인의

하나이다. 이 플러그인의 산법은 전프레임과 후프레임의 화소점 이동방향과
폭도를 대조할수 있어서 모션블러의 효과가 산생되고 효과는 아주 완미하여
직접 렌더링한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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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ReelSmart Motion Blur 의 효과

- 화면조절
렌더링하여낸 화면은 조금 단조롭게 보일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에서 색채
및 효과조절을 진행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다른 한가지의 특효
플러그인은 Magic Bullet Suite이고 아주 많은 영상 신호 주파수 효과를 내치
하였고 강대한 색채조절기능과

노드식 작업방식은 아주쉽게 마음에 드는 시

각효과를 획득할수 있다.

<그림 71> Magic Bullet Suite 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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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사운드트랙(Soundtrack)

합성이 끝나면 정체적인 영상을 유도해내고 배음을 불어 넣기 시작한다.
인터넷상의 로고에서 괜찮은 음악들을 취득할수 있지만 제일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그래도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리듬에 근거하여 맞춤식 음악을
제작하여 불어 넣으면 음악과 화면이 더욱더 결합이 잘되여서 완전한 정체로
표현될수 있다.
<ENLIGHTENED>에서는

창시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불어

넣었고

성해음악학원의 천훙링(陈虹伶)씨가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완성한것이다.

맨 마감으로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상응한 음효를 가미하였다.여기까지
<ENLIGHTENED>의 제작은 전부 완성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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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NLIGHTENED>스크린 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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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순환하는 하늘의 법칙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은 존재하며,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애니메이션 작품 <ENLIGHTENED> 이 다루고자 하는 많은 내용 중 하나이다.
본 작품은 개방형적인 내용으로, 어떤 고정적이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며,
또한 작가 자신의 생각을 그 내용 가운데 포함하여 관객들에게 어떠한 암시를
강하게 전달하기를 원치 않는다. 관객들이 스스로의 이해와 경험 그리고
느낌에 근거하여 내용을 알아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본인은 “만물이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체계 가운데 존재한다”는 의미를 관객들이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부호 수사법에 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학습을 통하여 상징적인
부호의 종류와 분류 및 구성방법을 알고 파악하였으며, 복잡한 추상적인
개념과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시각 부호화로 전환하는 3가지 방법 즉 암시
전달, 부호 전달, 감성 전달로 귀납하여 결론지었다. 종교, 철학, 심리학, 과학
중 관련 주제의 개념이 상징하는 것의 정리와 결론을 통하여 많은 점을
학습하게 되었고, 그것을 부호화하며, 이러한 상징적 부호를 사용하여 주제
내용을 이해하고 재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뛰어난 은유적인 예술작품과 영화
및 애니메이션이 화면에서 개념표현 방식 및 카메라 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개념부호를 시각화로 전환해야 할지, 어떻게 시각화면을
구성해야 하는지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ENLIGHTENED>제작을 통하여,
본인도 상당히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MAYA의 각 부분의 기능 및 이전에
많이 시도하지 않은 부분 즉 3D MAX 시스템과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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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한 느낌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공부하고 축적해 온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DO WE GOING” 라는 철학 문제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게 되어, 내 자신에게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작품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이 작품 자체는 이미 이 문제를
뛰어넘어 내용과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내용이 더욱 방대하고 정보량이 많았으며,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였다.
홀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힘든

작업이다.

전반적인 기술과 능력을 지닌 제작자가 필요하다. 본인은 2014년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ENLIGHTENED>의 전반기 작업 준비를
진행해 왔고,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정식 제작 단계에 접어 들었다. 비록
최종 효과와 예측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제한된
기술 능력의 영향으로 초래된 것이다. 만약 어떠한 단체에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시간과 제작

할 힘이 있다면 본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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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isualization techniques of
abstract concepts in the video art work
‘ENLIGHTENED(

)’

Hanwei Gao
Ph.D of fine art i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pursue the understanding of the abstract,
hard-to-express and metaphysical idea such as long-sought quests in the
philosophical and religious world -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In deta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highlighting the connection and using symbolic metaphors
can convert the hidden messages into symbols and visualize them using 3D
Motion Graphic.

Since the day when humanities were born, they have used abstract symbols
to record what was happening around them, including nature events, rituals
for ancestors and hunting. Over times, humans could describe complicated
events with simple symbols. As such, the symbols enabled 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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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 of certain events, leaving ancestors’ knowledge for the next
generation to learn fast and pass down to their descendants. During this
process, text was developed a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that we
have ever made. With this new idea of using symbols, humanities could
convert complicated idea of nature, religion, philosophy, production and
survival into simple symbols. Now, such symbols are being used in various
realms of people’s daily lives. They are always with us in every step of our
life. As a result, people could describe most of surreal, unrealistic or
in-depth ideas using symbols. We can also use symbols, combining order
and chaos to depict human social relationship, history, the profound inner
and mental world, religion and entertainment. The results often transcend
limited time and space and create new meanings in different times. In fact,
when humanities reached the time of highly advanced material civilization,
the materials satisfied most of them in rich countries, but not many people in
large parts of the world. War, conflicts among states, refugees, natural
disasters, insatiable greed and exhausting resource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bsession in materials deprived the inner peace from us.
Now, more and more people started to ask “what does humanity means to
our mother nature?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Will the
meaningless pursuit of materials to satiate our desires let us achieve real
satisfaction and happiness? Probably, the right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do not exist or, even if so,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answers of their
own. In order to better deal with such open-end questions, this stu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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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ing at understanding symbols from the rhetorical and abstract views and
how symbols are converted each other. With such understanding, we will
convert this idea into symbols based on the religious,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perspectives, and make a short 3D Motion Graphic animated film
(8-9 min) in order to encourage people to consider thi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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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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