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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안녕하십니까?

Dear attendees,

사단법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윤갑용입니다.

My name is YOON Gapyong,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제6회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매년 애니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prepare for the 6th

메이션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 본 포럼은 문화를 사랑하고 향유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끊임

Asia Animation Forum and help this important event take place. We witness the value and potential of

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animation every year during this forum, and with the interest and support of citizens who love and enjoy
culture, the forum has continued to evolve.

애니메이션은 본질적으로 감성과 공감에 기반한 예술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진보한 영상이라도 현대인의 감성과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쉽게 잊혀지고 맙니다. 이와 더불어 개별화된 삶 속에 침체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In nature, animation is a genre of arts that is based on emotion and empathy. No matter how

어루만지고 공명 할 수 있는 감성 콘텐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시대적

technologically innovative, videos are easy to be forgotten if they fail to appeal to the emotions of people

요구와 감성을 아우르는 총체적 문화예술로서 그 중심에 자리합니다.

today and sympathize with them. Also,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emotional contents that can touch

이에 2018년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은 ‘순수의 귀환-애니메이션의 감성’이라는 주제로 애니메이션의 본질적 감수성

and resonate with people in this age of social fatigue and isolation. I believe that animation as a total

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화와 영상을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한 연구, 감각적 차원의

cultural art is at the forefront of meeting the needs of the times and reaching the human emotion.

매체미학을 공감의 미학으로 발전시킨 연구,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에 대한 탐구 등 애니메이

Therefore the Asia Animation Forum (AAF) 2018 entitled ‘The Return of the Innocence-Emotions in

션 연구의 지평을 넓힌 의미 있는 학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imation’ is designed to discuss the essential sensibility of animation in depth. We invite you to the

다시 한 번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venue of research that will provide broader perspectives on animation studies through presentations
about psychoanalytic approaches to films and videos including animation, development of media
aesthetics from sensory dimensions to the aesthetic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in the course of

감사합니다.

creating animation.
Once again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those who endeavored to make the Asia Animation Forum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학회장 / BIAF 조직위원장

윤 갑 용

2018 happen.
The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of Cartoon & Animation Studies /
Chief of BIAF 2018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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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Gapyong

윤갑용

YOON Gapyong

-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 The Chairman of the Korean Society of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 2018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조직위원장

- Chief of the 2018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BIAF) Organizing Committee

- 청주대학교 교수

- Professor, the Cheongju University

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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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안녕하십니까?

Hello!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서채환입니다.

My name is SEO Chaewhan, head of the 2018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BIAF) Executive

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함께 성장

Committee.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은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세계 애니메이션 학자들, 창작자들과 함께 고민

I am very pleased to see the Asia Animation Form (AAF) 2018 take place. Growing and moving forward

하고 연구하는 국제 학술 행사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이

along with the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BIA), the AAF has occupied a firm ground as an

자리는 단지 학술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는 초학제적 공유의 장으로 향유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attended by academics and creators in the field of animation from around

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에서는 6개국 11명의 강연자들이 애니메이션의 순수한 공감력과 감성

the globe who want to discuss and explore the present and future of animation. Anybody is welcome

적 가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입니다.

to this event as long as they love animation, as the AAF seeks to become a stage of interdisciplinary

매년 다양한 영역의 발표자들이 애니메이션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본 포럼은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exchanges that helps attendees to communicate and sympathy with each other as well as a venue of

힘입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serving academic purposes. During the 6th event of the AAF this year, 11 presenters from 6 countries will

세계 애니메이션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본 포럼의 발전에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invite you to in-depth discussions regarding pure empathy and emotional value of animation.
At the forum, every year presenters from a wide variety of fields introduce new perspectives on the value
of animation, and your continued encouragement and support has been a growth engine for the AAF.

감사합니다.

We expect your continuous, affectionate interest in the AAF, which takes the lead in the world’s animation
BIAF 집행위원장

서 채 환

studies.
Thank you.
Director of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BIA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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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환

SEO Chaewhan

- 2018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AF집행위원장

- Director of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BIAF 2018

- 가톨릭대학교 교수

- Profess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SEO Chaew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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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현대인의 삶은 단절된 개인의 공간으로 침체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간과 장소
를 떠나 소통하고 공감하고자하는 감성적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작업 역
시 감성의 바탕 위에 시작된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애니메이션의 어원은 단 한 장의 이미지, 작
은 상상의 한 토막이 살아 숨 쉬게 되는 경이로운 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창작하고자하는 모든 예
술가들을 회귀시킨다. 2018년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에서 주목하는 화두는 애니메이션의 순수한
감성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기반 한 애니메이션의 공감력은 문화와 인종,
연령을 넘어 글로벌 영상 문화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ASIA ANIMATION FORUM 2018
The Return of the Innocence: Emotions in Animation

주제 순수의 귀환-애니메이션의 감성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 10월 23일(화), 총 2일간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주최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원 경기도, 부천시, 경기MICE뷰로

oday, modern life seems to be inactive due to severed others. However, the reverse
side of contemporaries lies emotional needs to communicate and sympathize with
others regardless of time and spaces. Creation of animation begins on the basis of
emotion also. The origin of animation, which is called “the action of imparting life”,
reverts all artists who want to create animation into a breath taking moment where only
one image, a small piece of imagination, is infuse its life. This year the asia animation
forum focuses on the pure emotions of animation. The ability of empathy based on
moving images and storytelling is expanding into a global image culture beyond culture,
race and age.
TITLE : The Return of the Innocence-Emotions in Animation
DATE : Oct. 22(Mon) ~ Oct. 23(Tue), 2 days
VENUE : 5F Seminar Hall,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ORGANIZED BY : The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SUPPORTED BY : Gyeonggi-Do, Bucheon City, Gyeonggi MICE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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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PROGRAM
SCHEDULE

〔 PROGRAM 1│공감의 미학 〕

〔 PROGRAM 2│감성의 구성 〕

2018. 10. 22(월) 12:30~18:00

2018. 10. 23(화) 12:00~17:50

현대 영상문화의 핵심요소를 공감으로 보고, 애니메이션의 공감력있는 이야기와 이미지의 확장성에 대하여 논한다.

영상 이미지의 언어와 애니메이션의 감성적 구성요소를 초학제적으로 분석하여 애니메이션의
감성적 특질과 본질에 대하여 탐구한다.

사회자 나호원 건국대학교 강사

사회자 김민정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시간

강연제목

12:30-13:00

행사등록

13:00-13:10

인사말

13:10-13:50

[기조발제] 공감과 공존을 위한 미/윤리학

발표자

시간
12:00-12:30

심혜련 (전북대학교 교수)

강연제목
행사등록

14:40-15:10

정신분석을 이미지화하기, 이미지를 정신분석하기

15:10-15:25

중간휴식

Navarasa의 렌즈를 통해 본 애니메이션
15:2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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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3:50

영화 타이틀의 예술과 제작 그리고 감정적 교류

도미니크 버티모어 (Fuzzyblu ltd 프로듀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

14:00-14:30

큰 꿈을 꾸다: 콴두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소개(KDIAF)

왕 치쒸 (대만국립대학교 조교수)

김소연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14:40-15:10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환상성의 사실화 전략

김유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15:20-15:50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언어로 인한 감성 메커니즘 연구

조영은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키트 공동역자)

쿠사하라 마치코

실파 라나데 (인도 봄베이
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센터 교수)

에릭 오 (<PIG: The Dam Keeper Poems>,
움직이는 그림, 움직이는 이야기
16:00-16:30
			

Moving Picture의 시대,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해방과 가능성에 대해

16:50-17:40

토론

16:40-17:30

토론

17:40-18:00

질의응답

17:30-17:50

질의응답

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오프닝 리셉션

부학장, 전 SVA NYC 학과장)

감성의 구성

16:05-16:35

18:00-20:00

존 매킨토시(중국 상하이과학대학교 		

[기조발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공감과 감성
12:30-13:10
			

공감의 미학
Utsushi-e: 19세기 일본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14:00-14:30
			

발표자

송경원 (씨네21 기자)

17:50

2018 안시 TV 제작상 부문 대상
수상 애니메이션 감독)

폐회

ASIA ANIMATION FORU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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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1│The Aesthetics of Empathy 〕

〔 PROGRAM 2│The Composition of Emotions 〕

Oct. 22(Mon) 12:30 ~ 18:00, 2018

Oct. 23(Tue) 12:00 ~ 17:50, 2018

Moderator : NAH Howon (Lecturer, Kon-Kuk University)

Moderator : KIM Minjung (Research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IME

TITLE

12:30-13:00

Registration

13:00-13:10

Opening Address and Speech

13:10-13:50

PRESENTER

TIME

TITLE

12:00-12:30

[Keynote] Aesth/etics for Empathy and Coexistence

			

Registration

			
SHIM Hearyun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2:30-13:10

Utsushi-e: Animating Character in the19C Japan

		
14:40-15:10

			

			
15:10-15:25

15:25-15:55

KUSAHARA Machiko (Professor

KIM Sohyoun (Adjunc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hilpa RANADE (Professor,

Looking at Animation through the Lens of Navarasa

Industrial Design Centre
at th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The age of Moving Pictures, About the Genre Liberation

SONG Kyongwon

and Possibilities of Animation

(Journalist, CINE21)

14:00-14:30
		

The Art and Craft of Film Title Sequences

Dominic BUTTIMORE

and their Emotional Engagement

(Producer, Fuzzyblu ltd)

Dreaming Big: An Introduction of Kuandu

WANG Chi Sui (Professor,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KDIAF)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Realism Strategies for 3D Computer Animated Fantasy

15:20-15:50
		

A Study on Sensibility Mechanism by

CHO Youngeun (Associate Translator
of The Animator’s Survival Kit)

16:00-16:30
Moving Image, Moving Story
			
			
			

Discuss among Presenters

16:40-17:30

Discuss among Presenters

17:40-18:00

Q and A

17:30-17:50

Q and A

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Asia Animation Forum Opening reception

17:50

KIM Yumi (Adjunct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Film Language of Animation

16:50-17:40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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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hanghai Tech University)

			

			

16:05-16:35

13:20-13:50
		

14:40-15:10

Intermission

			

The school of Creative Arts

The Composition of Emotions

Emeritus, Waseda University)
Imaging Psychoanalysis and Psychoanalyzing Images

John MCINTOSH (Vice Dean,

[Keynote] Empathy and Emotion in Computer Animation

The Aesthetics of Empathy
14:00-14:30

PRESENTER

Erick OH (Director,
<PIG: The Dam Keeper Poems>,
2018 Annecy Awards The Cristal
for best TV production director)

Closing

ASIA ANIMATION FORU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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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PROGRAM 01 _ 공감의 미학 The aesth

01

etics of empathy

사회자│Moderator
나 호 원 Ho-Won Nah

ASIA ANIMATION FORUM 2018
The Return of the Innocence: Emotions in Animation

공감의 미학

건국대학교 강사 (Lecturer, Kon-Kuk University)

The aesthetics of empathy

현대 영상문화의 핵심요소를 공감으로 보고, 애니메이션의 공감력있는 이야기와 이미지의
확장성에 대하여 논한다.

애니메이션 연구가,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강사

This program researches for the ability of sympathy which is the core elements of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실험 애니메이션 제작(MFA)을 , 영국 왕립미술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이론 (MPhil)

moving image and modern culture. The speakers discuss about the empathy of

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영국 러프버러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이론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storytelling and scalability of images in animation.

단편 애니메이션으로<공무도하가 Ballad of Life & Death> (화장지, 1999)와 <플라스틱 트라우마: 나르시스와
오필리아, 두 익사체의 死因에 관한 소견서Plastic Trauma: Requiem for Narcissus and Ophelia> (스톱모션,
2004) 등을 만들었다.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 만화평론, 키노 신인 영화평론가 공모에 당선되어 만화 평론과 영화
평론을 하기도 하였으며, 키트 레이번의 <애니메이션북The Animation Book>과 올리비에 코트의 <오스카애니메
이션The Secret of Oscar Winning Animations>을 우리말로 옮겼고, 현재에는 여러 지면에 애니메이션 칼럼과 비
평을 쓰고 있다.
Ho-Won Nah, an animation researcher and lecturer of the Department of Moving Images and Film
at Konkuk University. He studied experimental animation production a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FA), and animation theory at the Royal College of Art (MPhil). He is currently finishing his
doctorial program at Loughborough University studying animation theory.
Furthermore, he produced shor animations including <Ballad of Life & Death> (Toilet Paper, 1999,
<Plastic Trauma: Requiem for Narcissus and Ophelia> (Stop Motion, 2004), and worked as a cartoon
and film critic after winning awards in Sport Seoul’s competition (cartoon critique category) and in
a new critics competition hosted by KINO. Translated Kit Labourne’s The Animation Book and Olivier
Cotte’s The Secret of Oscar Winning Animations into Korean. Now he is writing animation columns and
critiques in numerous media.

ASIA ANIMATION FORU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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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 과잉과 충격체험
이미지의 과잉 시대다. 이미지의 기술복제가 가능해진 이후, 어디에서나 이미지는 차고 넘친다. 유일성과 원본성

기조강연자 소개│Keynote Speaker

[기조발제]

공감과 공존을 위한 미/윤리학

[Keynote] Aesth/etics for Empathy and Coexistence
심 혜 련 SHIM Hearyun
전북대학교 교수 (Professor of Science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으로 이미지가 아우라(Aura)를 소유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미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도처에서 열려졌기 때문
이다. 이미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확대는 이미지 중심의 세상을 열었다. 한스 벨팅(Hans Belting)이 이야기했듯
이, 이제 우리는 이미지와 더불어 살고 있으며, 세계를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다.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지
는 오랫동안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문자 중심의 텍스트가 합리적
이성을 중심으로 구현되는 소통체계였다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소통 체계는 문자와 달리, 그 합리성을 늘 의심
받곤 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이미지는 문자와 달리, 실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이었다. 일차적인 것은 실재이며, 이미지는 늘 이차적인 것이었다. 플라톤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미지는 ‘가상의 가
상’인 것이다. 가상의 가상으로서의 이미지는 실재와 무관하며, 실재를 왜곡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
은 실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실재와 관계없는 이미지들이 등장했
고, 또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이미지들이 등장했고, 더 나아가 이제 실재가 이미지를 모방하기에 이르렀다. 이미지
가 실재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재를 압도하기 시작한 이미지는 도처에서 차고 넘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지
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매체 시대에 와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디지털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소통체계
는 이미지의 과잉 시대를 더 부추긴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미지화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노

한국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그 후 독일 베를린 훔볼트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로 재

출한다. 경험한 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하기 위해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사실이 그렇

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벤야민, 매체철학 그리고 미학이다. 이와 관련된 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대표

다. 실재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다. 이미지화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

적으로는 <20세기의 매체철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2012)와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미학>(2006)이 있다. 그

황 속에서 이미지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진다. 네크워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미지는 의미가 없어진다.

외에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처음 읽는 현대 독일철학>, <과학기술과 문화

이미지 생산자들은 좀 더 많은 ‘좋아요’를 위해 질주한다. 그 결과 이미지들은 점점 더 스펙터클해지고, 감각적으

예술>, <도시공간의 이미지와 상상력>,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미학의 문제와 방법>, <매체철학의 이해>,

로 변화한다. 이미지도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이미지의 충격 체

등등. 그 외에도 많은 연구논문들이 있다. 최근에는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문화예술의 지형도를

험’이 가능해졌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도시공간에서의 복제된 이미지의 체험을 ‘충격체험

연구하는 <아우라의 진화>(2017)를 집필하였으며, 또한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관심을 갖고 <21세기의 매체철학>에

(Schockerlebnis)’으로 설명한 바 있다.⑵ 그에 따르면, 기술복제로 인해 이미지는 도시 공간 어디에서나 흔히 볼

관한 책을 구상중이다.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미술관과 달리, 도시 공간에서 체험하게 되는 이미지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리
게 된다. 마음에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마주친 그리고 앞에 본 이미지와 그 어떤 연관 관계도 없는 이미지들을

Hearyun Shim, Professor of Science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tudied philosophy in

접하게 될 때, 이미지 수용자는 충격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체험은 시각적 체험임에도 불구하

Korea and done her Ph.D. studies at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Germany. Her researches and

고 촉각적 지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미지 체험을 벤야민은 ‘시각적 촉각성(die optische Taktilität)’이라고

teaching mostly center on Walter Benjamin, media philosophy and aesthetics. There are many books

규정했다. 도시공간에서의 이미지의 충격체험과 시각적 촉각성을 통해 벤야민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술이 이미

and articles related to that topic. Representative books are <Media-Philosophy of the 20th century:

지 영역에 들어오면서 가져온 변화였다. 즉 복제기술로 인해 도시공간에서의 이미지 생산과 수용방식이 달라졌다

From analog to digital>(2012) and <The aesthetics of cyberspace-era>(2006). And she has published

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several books with other researchers; <German philosophy-the first reading>, <Science Technology

재미있게도, 이러한 도시공간에서의 이미지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논의는 사이버스페이스에도 적용 가능하다. 디

and cultural art, "Image of Urban Space and imagination>, <Walter Benjamin; Modernity and city>,
<Matter and method of aesthetics>, <Understanding of Media Philosophy>, and so forth. She is

016

currently wrote <Evolution of Aura>(2017) and envisioned a book on the media-philosophy in the 21st

1) Beling, Hans, Bild-Anthropologi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2011, S. 11.

century.

2) 심혜련, 『아우라의 진화: 현대 문화 예술에서 아우라의 지형도 그리기』, 이학사, 2017, 73-79쪽.

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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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에서도 이미지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상황은 이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성과 지각 등을 재고찰 하고자 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생겼다. 늘 이성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일종의 디지털 메트로폴리스다.⑶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이미지 체험도 도시공간

철학에서 뒤로 물러나 있던 감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감성학(Aisthetik)’이다.⑸ 다양

에서의 체험과 유사하게 충격체험과 시각적 촉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아니 이 공간에서는 도시공간과 비교가 안 될

한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성학의 핵심은 ‘즉 아이스테시스(Aisthesis), 즉 감성적 지각이다’이다. 아이스테시

정도로 이미지 충격체험이 빈번하다. 리좀처럼 연결된 이미지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되며, 이 과정에서

스는 감성, 지각, 느낌, 감각 그리고 이해 등을 의미한다. 아이스테시스를 중심으로 한 감성학은 지각 이론, 매체 이

이미지 수용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미지들을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충격과 감

론 그리고 예술 이론을 중심으로 ‘미학(Ästhetik)’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기존의 미학이 아니라, 감성, 감정 그리고

각만을 위한 이미지들이 과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지각을 중심으로 미학의 전환과 확장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관조와 침잠을 중심으로 한 예술 수용에 대한

이러저러한 제제가 가능하다. 물론 디지털 공간도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제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간만큼 제제

논의는 스펙터클한 지각을 중심으로 논의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전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틈을 타 디지털 공간에서는 아주 다양한 이미지들이 노출된다.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스펙터클한 지각과 장치를 중심으로 한 감성학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많은 이미지들은 여전히 내용을 중심으

전달이 매우 용이한 지금의 이미지 플랫폼은 상상을 초월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희화

로 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스펙터클한 지각 외에도 다시 관조와 침잠이라는 이미지 수용 또한 재평가되어

화하기도 하며, 또 충격만을 염두에 둔 극단적인 형태로, 또 때로는 도저히 공감(Sympathy)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

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의 부재 시대에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공존에 대한 사유가 진행되어야

무차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극소수의 배타적 수용자들 사이에서 수용된다. 아마도 이러한 이

만 하는 것이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미학 내부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시도는 전혀 아니다. 공감과 공존이

미지들을 수용하는 극소수의 수용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서로 공감한다고 착각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배제한

‘선’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미’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과 연결시켜 파악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

공감은 공감이 아니다. 그들만의 왜곡된 감정의 공유 또는 감정이입일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 바로 ‘칼로카가티아(Kalokagathia)’이다. 칼로카가티아는 ‘미(Kalos)’와 ‘선(Agathos)’이 결합된 것으로서 근본

과연 이미지 체험에 대해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을까?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이론들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만 할

적으로 미의 이념을 의미한다. 아름다움은 태성적으로 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까? 나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학에서 윤리적 가치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생각

미학에서 아이스테시스가 소외되었듯이, 칼로카가티아라는 이념 또한 소외되었다. 아니, 잊혀졌다해도 과언이 아

한다. 그것이 바로 공감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미/윤리학일 것이다.

니다. 이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 가 바로 미/윤리학 또는 감성학으로서의 윤리학이다.

2. 공감을 중심으로 한 감성학

3. 이미지에 대한 미/윤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공감은 관계적 감정이다. 타인과의 관계적 감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와 타인의 고통에

독일의 미학자 볼프강 벨쉬(Wolfgang Welsch)는 최근의 심미적 현상과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윤리학’의

대한 공감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공동체의 행복에 참여할 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최근 미학이 탈신비화되면서 생활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아름답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⑷ 다시 말해서,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공감은 타인과의 공존이 전제해야만 하는

게 꾸미기’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아름답게 꾸미기 등과 관련된 디자인과 스펙터클한 이미지와 관

것이다. 공감이 가능하지 않으면, 공존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공감과 멀어지고 있

련된 지각과 매체를 중심으로 한 미학에서 벗어나, 미/윤리적 가치에 근거를 둔 미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

다. 공감은커녕, 감성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탈감정 사회가 되고 있다. 이와는 다른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다. 매체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의 경계선 안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세계와 관련되면서 미/윤리학적 가치를 포함하는

가 전달하는 많은 이미지 중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강요하는 이미지 또한 있다. 이미지가 갖는 폭발적인 힘을 잘 알

미/윤리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는 배제, 거부 그리고 타자성에 예민한 문화가 바로 미/윤리적 가치를 내포하

고 있기에 타인의 고통을 이미지화하는 경향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부재와 과잉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

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⑹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재의 심미적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일상의 심미화와 스펙

미지는 이 양자의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성과 이미지 그리고 매체가 서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현상들

터클한 감각만이 아니라, 심미적인 것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 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심미적 문화, 심미

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쪽에서는 탈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과잉 감정으로

적 인간을 이야기할 때, 높은 문화예술적 수준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심미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은 대립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 두 현상 모두 감성의 황폐화에서 발생한 것이다. 감성이 문제인 것이다.

항으로만 볼 수도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미적 문화와 이를 이끌어가는 심미적 인간의 예민함은 문화에 내재
하고 있는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문제에 예민해야 한다.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문제에 예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 참조 : 심혜련, 매체공간의 혼종화와 지각의 확장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28권 4호, 2017, 58-61쪽. 이 글에서 나는 사이버스페이
스를 비물질적인 정보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적인 공간, 즉 ‘사이버메트로폴리스(cybermetropolis)’로 볼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4)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 서론』, 길, 2017,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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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성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길 바람: 심혜련, 『아우라의 진화: 현대 문화 예술에서 아우라의 지형도 그리기』,
이학사, 2017, 21-43쪽.
6) 참조: Wolfgang Welsch, Grenzgänge der Ästhetik, 『미학의 경계를 넘어』, 심혜련 옮김, 향연, 2005,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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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이 전제되어야만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스테시스와 칼로카

1. Overabundance of images and shock experience (Schockerlebnis)

가티아가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이미지 체험으로 돌아가 보자. 이미지 체험에서 아이스테시스와 칼로카가티아를 중심으로 공감과

Today is the age of image overabundance. Thanks to technical reproduction, images are widespread

공존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아이스테시스를 예술적 체험에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이스테시스

and prevalent. Image has aura because of its uniqueness and authenticity no more. Accessibility

또한 일종의 공감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방향적인 지각구조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지각구조이기 때문이
다. 대상이든, 환경이든 또는 타자와의 관계이든 간에 상호간에 교감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지각 구조인 것이다.

to image is open everywhere. Extended accessibility to image has open an image-centered age. As
Hans Belting said, we now live with images and understand the world with images.⑴ Nevertheless,

특히 타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감 또한 아이스테시스인 것이다. 타자와 관계 맺기 위해서는 먼저 타자

images in fact have never been duly assessed for too long, given their power. In other words, while

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존재를 인정한 후,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시선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타인을

letter-centered text was a communication mechanism based on rational reasoning, communication

인정하고 배려하려 또 인정한 타인과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윤리적임과 동시에 심미적인 것이다. 아이

mechanism based on images has been always subject to its rationality, unlike letters. The reason was

스테시스적 지각이 바탕이 된 문화는 “배제, 거부, 타자성에 예민한 문화”이다.⑺ 한 마디로 말해서, 아이스테시스

simple. Unlike letters, images were not considered to express reality well. The reality was primary, and

는 감성적 지각은 타자성에 대한 예민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민함은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images were always secondary. AS Plato said, images are 'an virtual semblance. Images as a virtual

공감이 전제되어야 공존이 가능하다. 감성학으로서의 매체미학 또한 이러한 예민함과 공감에 대해 주목해야만 한

semblance are not related to reality and sometimes distort reality, although it is reality that is essential

다. 예민함과 공감에 주목하는 매체미학은 이제 매체 장치와 지각 외에도 이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감과 공존

to everything. However, this relationship has begun to be turned. Images unrelated to reality have

을 위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미지에 대한 미/윤리학적 고찰을 다시 한 번 요청해야 한다.

appeared, some of which are more than reality, and even in some cases, reality came to imitate image.
Images began to overpower reality. Overpowering reality, images are widespread and prevalent
everywhere and control everything.
This phenomenon has been gaining speed in this age of digital media. The current communication
mechanism based on a digital network has fueled the age of overabundance of images. People turn
almost everything experienced in daily lives to image and expose competitively. It seems that they
experience to produce image rather than producing image from their experience. Actually, they do.
What reality is like is not important. How it looks as an image is far more important. In this situation,
competition surrounding image has become fiercer. Images to which nobody pays attention in a
network become meaningless. Image producers fight to get more ‘likes.’ As a result, images become
more spectacle and change sensuously. For image must survive this competition. For this reason,
we can 'experience impact of image' anytime anywhere. Walter Benjamin explained an experience
in reproduced image in urban space as ‘shock experience (Schockerlebnis).⑵ According to him,
technical reproduction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see images anywhere in urban space. Unlike
art museum, images we experience in urban space appear in unexpected moments. Encountered by
images suddenly without being prepared in mind, which have no connection with preceding images,
the image receptors have shock experience. Even if it is a visual experience, this image experience
allows for visual perception. Benjamin defined this kind of image experience as ‘visual tactility (die
optische Taktilität).’ What Benjamin wanted to talk about by means of shock experience and visual

1) Beling, Hans, Bild-Anthropologie,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2011, S. 11.
7) 참조: Wolfgang Welsch, Grenzgänge der Ästhetik, 『미학의 경계를 넘어』, 심혜련 옮김, 향연, 2005,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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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IM Hearyun, 『Evolution of aura: mapping aura in contemporary culture and art』, Ihaksa, 2017, pp. 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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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lity of images in urban space was the change brought about by technology in the realm of image.
That is, he wanted to stress the fact that reproduction technology made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means the "ability to share suffering of others” and the "ability to take part in the happiness of
community.” ⑷; it is simply not sharing of emotions, but a sympathy based on coexistence with others.

image production and reception in urban space.

If sympathy is not possible, neither is coexistence. Unfortunately, however,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ingly, Benjamin's discussion on image experiences in urban space can also be applied to

is staying away from sympathy over time. In place of sympathy, it is the age of post-emotion society,

cyber space, as situations surrounding image production reception are similar in digital society based
on digital networks. Cyberspace is a form of digital metropolis.⑶ Image experience in the space of

which has no emotion. A different phenomenon also happens. Among many images delivered by

this kind also arouses shock experience and visual tactility similarly in experiences in urban space.

an image because of explosive power of image. There are absence and overabundance of emotions

No. in this space, we more frequently encountered shock experience of images than in urban space.

at the same time, and image plays a pivotal role in this case. As emotion, image and media are

Images connected each other like rhizomes are lined up one after another, and in this process, image

interconnected,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deepening. Problems due to post-emotion occur

receptors are shocked at image they never expected. The problem occurs here because images for

on one hand, and problems due to excessive emotion happen on the other hand. In nature, both of

shock and perception only are overabundant. Urban spaces exist in reality, and therefore they may

the phenomena stem from the devastation of emotion. Emotion is the problem.

be subject to sanctions of every kind in the name of public good. Of course, sanctions are imposed

In this situation, there are diverse trends to reconsider emotion and perception. Emotion has been

on digital space as well for public good, not as strict as on urban space. As a result, diverse images are
exposed in digital space. Currently, image platforms where it is extremely easy to produce, receive,

brought to the forefront, after remaining a step behind in the arena of philosophy which was always
based on rationality. One of them is ‘Aisthetik’.⑸ The key to Aisthetik discussed in diverse disciplines

and transfer images are full of images beyond imagination. Some of them make fun of anguish of

is ‘Aisthesis, that is, emotional perception.’ Aisthesis means emotion, perception, feeling, sense

others, and images in extreme forms seemingly intended to shock viewers only and in some cases,

and understanding. Based on Aisthesis, Aisthetik was discussed mainly in ‘aesthetics (Ästhetik)’

images denying sympathy appear indiscriminately. These images are accepted by very few exclusive

with a focus on perception theory, media theory and theory of arts. Rather than existing aesthetics,

receptors. Probably, very few receptors accepting these images might think mistakenly that they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of aesthetics based on sensibility, emotion, and perception were

sympathize with these images each other. Sympathy excluding suffering of others is not sympathy at

discussed. As a result, discussion on the acceptance of arts based on meditation and withdrawal was

all. It is simply sharing of distorted emotions of their own or empathy. Then, in this situation, how can

changed to the discussion based on spectacular perception. It is a very significant change for sure.

we reflect on image experience? What directions must theories on image explore? I believe that one

However, Aisthetik based on spectacular perception and means has still a problem. Many images

solution is to reconfirm ethical value in aesthetics that analyzes images. This is the very aesth/etics for

still need an interpretation based on content, and it is also necessary to reassess image acceptance

empathy and coexistence.

based on meditation and withdrawal, apart from spectacular perception. Most importantly, there is

media, some of them enforce empathy too much. For there is a tendency to make suffering of others

a need for thought about image that can sympathize in the age without sympathy and coexistence,
in particular within aesthetics. However, it is not a whole new attempt, because if sympathy and

2. Aisthetik focusing on empathy

coexistence are related to ‘good’, then this can be understood by connecting to 'good' inherently
present in ‘beauty.’ It is Kalokagathia,' which is a combination of ‘beauty (Kalos)’ and ‘good(Agathos)’

Empathy is a relational emotion. Among others, fundamental relational emotions about others are

and basically means the idea of beauty. This means that beauty in nature cannot coexist with good.

recognition and consideration of them and sympathy about their suffering. Precisely, sympathy

Unfortunately, however, just as Aisthesis is isolated in aesthetics, so is the idea of Kalokagathia. No, we
can say that it was forgotten. An attempt to restore it is aesth/etics or ethics as Aisthetik.

3) See SHIM Hearyun, Hybridization of media space and expansion of perception, Epoch and Philosophy, Vol.
28 No.4, 2017, pp. 58-61. In this article, I suggest regarding cyberspace not as non-material information
space, but as another realistic space, or ‘cybermetropolis.’
4) Research Institute on Emotion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hat is the sympathetic field: Introduction
to emotional humanities studies』, Gil, 201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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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r more discussions about Aisthetik, see SHIM Hearyun, 『Evolution of aura: mapping aura in contemporary
culture and art』, Ihaksa, 2017,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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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ed of aesth/etic approaches to image
Germany's aesthetician Wolfgang Welsch states that 'aesth/etic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in connection with recent aesthetic phenomena. Speaking of a recent aesthetic tendency

강연자 소개│Speaker

of demystification and relating to real world, he criticizes the trend for too excessively ‘indulging in
making something beautiful.' According to him. we desperately need aesthetics based on aesth/etical

Utsushi-e: 19세기 일본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values, beyond an aesthetics based on design related to making something beautiful and perception

Utsushi-e: Animating Characters in the19C Japan

and media related to spectacular image. If so, what the aesth/etics is like, which goes beyond the
boundary of arts, related to real world and including aesth/etical values? He argues that a culture
sensitive to exclusion, rejection and otherness contains the very aesth/etical values.⑹ His argument

쿠사하라 마치코 KUSAHARA Machiko
일본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Waseda University)

like this is highly significant in terms of current aesthetic situations. It is time to reconsider not only
aesthetics in daily lives and spectacular senses, but also ethical values that aesthetic things had. It
is impossible to talk about aesthetic culture and aesthetic human at a high level of culture and art
only. Aesthetic human and ethical human are not necessarily opposites. Aesthetic culture in genuine
term and sensitivity of aesthetic human leading it should be sensitive to moral and political problems
inherent in culture and 'sympathy' is necessary to do so. For only when there is sympathy as a basis,
‘coexistence’ is possible. At this very point, Aisthesis and Kalokagathia meet each other.
Now let us return to image experience. We need to discuss empathy and coexistence in image

미디어 아트와 미디어 고고학 학자인 마치코 쿠사하라 박사는 와세다 대학교의 명예교수이다. 1980년 초부터 컴퓨

experience with a focus on Aisthesis and Kalokagathia. It is problematic to interpret Aisthesis limiting

터 그래픽스와 미디어 아트분야의 국제적인 저작, 큐레이팅, 교수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예술, 문화, 과학 그리

to artistic experience because Aisthesis is also a kind of sympathy, which is a system of perception

고 장치를 이용한 예술, 매직 랜턴 문화 그리고 파노라마 현상을 포함한 시각 미디어 기술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based on interaction, not a unilateral system of perception. It is a system of perception that can exist

를 하고 있다. 미디어 아트와 미디어 고고학에 관한 그녀의 저서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녀는 또

with interactions between objects, environments, or relationships with others. Especially in terms

한 도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사진부문과 도쿄 NTT InterCommunication Center(ICC)의 미디어 아트센터 설립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sympathy is also Aisthesis. In order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others,

에 기여했으며, SIGGRAPH, Ars Electronica, 히로시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유수의 영화제에서 심사를 맡

we need to recognize their being. Once recognizing their being, we need to respond to each other's

은 바 있다.

views in order to coexist. Recognizing and considering others and exchanging views with others we
recognized is ethical and aesthetic at the same time. A culture based on Aisthesis perception is a
culture sensitive to “exclusion, rejection and otherness.” ⑺ In short, in Aisthesis, emotional perception

Machiko Kusahara is a scholar in media art and media archaeology, and Professor Emeritus at

can be seen as sensitivity to otherness. This sensitivity can be expressed as sympathy. This kind of

of computer graphics and media art. Her research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art, culture,

sympathy is a prerequisite for coexistence. Media aesthetics as Aisthetik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in visual media including Device Art, magic lantern culture and panorama

this kind of sensitivity and sympathy. Media aesthetics paying attention to sensitivity and sympathy

phenomenon. Her texts on media art and media archaeology are published in multiple languages.

once again should request aesth/etical investigation into image, asking what images are for sympathy

She served in launching Tokyo Metropolitan Museum of Photography and the media art center NTT/

and coexistence focusing on the content of image, in addition to media devices and perception.

ICC in Tokyo, and juried for SIGGRAPH, Ars Electronica, Hiroshim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Waseda University. Since early 1980s she has written, curated, and taught internationally in the field

among many others. Kusahara holds Ph. D in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6) See Wolfgang Welsch, Grenzgänge der Ästhetik, 『Beyond the Boundary of Aesthetics』, translated by Shim
Hearyun, Hyangyeon, 2005, pp142-143.
7) ibid,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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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드, 기계적 도구, 배우 등을 결합하여 다중감각적 볼거리로 발전시켰다. 강력한 광원이 달린 커다란 환등기(때때로
2개를 나란히 연결하기도 함)를 바퀴가 달린 스탠드에 설치한다. 그림 이미지들을 검은 배경에 부착된 유리 슬라이

우츠시에(utushi-e)는 19세기에 일본에서 커다란 인기를 끈 환등기를 이용한 공연예술이다. 18세기 후반에 환

드에 올려 투영하면, 빛의 원형 플레어 없이 이미지들만 보이게 된다. 반투명 스크린 뒤에서 레일 위에 설치한 환등

등기가 일본에 전파된 후 독특한 형태의 시청각 오락 장르로 발전하였다. 환등기는 가부키(kabuki)와 분라쿠

기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 유령 이미지의 크기가 변하면서 적절한 음향효과와 함께 유령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

(bunraku)와 같은 전통적인 극장식 스토리텔링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배우나 인형 대신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코

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피비린내 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억은 기존 카푸신 수녀원(Convent of Capucines)이

미디와 비극, 사랑과 믿음, 원한의 스토리를 소극장이나 개인의 집에서 공연하였다. 정서적 교류가 있는 두 캐릭터

와해되고 있던 시기의 파리 중심가에서 그의 공연이 성공하게 된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간의 상호작용이 공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여러 대의 영사기를 공연팀이 조종함으로써 캐릭터들의 역동적

그러나 판타스마고리아는 프로그램이 거의 바뀌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관람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인기가 그리

이고 미세한 움직임을 스크린에 구현할 수 있었다. 캐릭터, 오브젝트, 배경, 빛의 효과 등과 같은 독립된 이미지 요

오래가지 못했다.⑶ 혁명의 혼란기가 끝나고 합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환등기의 역할도 바뀌게 되었다.

소들을 후방에 투영함으로써 넓은 종이 스크린에 여러 이미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냈다.

1820년대에 환등기에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서 판타스마고리아는 구식이 되었다. 디졸브 화면은 특수효과를 주

유럽의 유사한 공연양식과 비교함으로써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통한 스토리텔링 매체로서 우츠시에의 특징을 확인

면서 이미지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1820년대와 1830년대에 극장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

할 수 있다.

였다. 디졸브 화면은 2개의 슬라이드 한 세트와 수평이나 수직으로 서로 연결된 동일한 한 쌍의 환등기(“이중” 환
등기)로 만들었다. 이때 각 환등기는 정확히 똑 같은 지점을 비춘다. 슬라이드를 이 환등기에 맞추고 포커스 렌즈
앞에서 금속으로 만든 기계적 셔터를 작동시키면, 꽃이 만발한 초원 위의 집이 있는 장면을 눈 덮인 풍경으로 바꾸

2.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환등기

는 등과 같은 마술적인 변환이 가능했다. 관객은 이러한 환등기를 볼 수 있었으며, 결국 공연의 일부가 되었다.
환등기가 대중강연과 교육의 주요한 매체가 되자, 이미지를 움직이는 매체로서의 그 기능(Huygens가 이미 인지

17세기 유럽에서는 지식인들이 광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유명한 예수회 사제 Athanasius Kircher (1601–

하고 있었던)은 시각적 오락거리로 사용되는 이차적인 요소가 되었다. 대개, 만발한 꽃이나 우스꽝스러운 사람들

1680)가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종종 환등기의 창시자로 불린다. 하지만 1946년에 그가 처음으로 선보인 Ars
Magna Lucis et Umbrae 에는 사실 환등기가 등장하지 않는다.⑴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 조종기구를 설계하고 제

과 같은 일련의 투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공연 시작 즈음에 보여주고, 기하학적 애니메이션과 같은 연속적인 만화

작한 실제 “발명자”는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Christiaan Huygens(1629–1695)라는데 이견이 없다.

요컨대 환등기 공연은 스크린을 향해 고정된 받침대에 환등기 1대를 설치하고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공연

Huygens는 1659년에 이 광학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작성했다. 그는 또한 Death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슬라이드용 스케치를 남겼다.⑵

자나 조수가 이것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출간된 다양한 서적이나 글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술의

이 환등기는 과학 장치이자 시각적 경이로움을 주는 매체로서 유럽 전역에 급속히 퍼져나갔다. 초창기부터 총천연

화려하고 매우 무거운 영국의 마호가니 황동 환등기나 화려한 장식의 프랑스식 금속 환등기의 경우처럼 결국 환등

색 “움직이는 이미지”가 주는 허상이 중요했다. 가장 단순한 움직임 트릭을 위해 “파노라마” 슬라이드가 사용되었

기 자체가 종종 이러한 매료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석회광과 같은 강력한 광원이 대형 극장이나 공연장용으로 개

다. 콘덴서 렌즈 앞에 긴 슬라이드를 잡아당겨 파노라마 전경이나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연출했다. 2개(나 3

발되어 사용되었다. 스크린 크기는 이미지의 지름에 맞춰지며, 이것은 환등기와 슬라이드의 크기, 광원의 파워를

개)의 유리 슬라이드 레이어로 구성된 ‘슬립 슬라이드’에 가면이나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두 번째 레이어에 그려 넣

비롯하여 광학시스템의 초점거리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미지에 초점을 유지하려면 환등기가 안정적일 필요가 있

는 투 프레임 루프 애니메이션(two-frame loop animation)도 손쉽게 가능했다. 이어서 가면, 기어, 레버, 풀리 등

었으므로, 무거운 영사기가 환영을 받았다. 또한 환등기를 받침대에 고정시키기도 했다. 초창기 영화 영사기는 전

을 사용하여 그림 이미지를 유리판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기계장치가 다수 개발되었다.

문 환등기를 개조한 것이다.

경과 유사한 움직이는 이미지를 “크로마트로프”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공연 종료 시 보여주기도 하였다.

신비한 능력보다는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18세기 말에는 판타스마고리아라는 새로운 “호러” 오락 장르가 유럽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공연가는 로버트슨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벨기에의 물리학자 Etienne Gaspard Robert (1763-1837)였다. 독일
의 마술사 Paul Philidor이 1792년에 자신의 공연을 위해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으나, 로버트슨이 이미지와 사운

3. 캐릭터 애니메이션 형태로서의 우츠시에
우츠시에는 서양의 환등기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해 보이는 우츠시에용 영사기 푸로(furo)는 가

1) 초판에는 환등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1671년에 발표한 재판에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원시적인 형태의 환등기가
등장한다.
2) 이 스케치들은 Leiden University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남동생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유명한 시인이자 외교관이었던 부친
이 자신에게 저명한 손님들을 위한 오락용으로 환등기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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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운 목재로 제작되었고, 가열되지 않는다. 공연자는 이 영사기를 한쪽 팔로 들고 스크린 뒤에 있는 다른 팔로 슬라

유럽에서 판타스마고리아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우츠시에가 탄생했다. 움직이는 영사기, 기술의 비밀을 유지하는

이드 타네이타("taneita")를 조종한다. 주요 캐릭터들은 여러 공연자들이 조종하는 다수의 환등기에서 개별적으로

후방 영사방식, 검은 배경과 유리 슬라이드 위의 그림 등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존재한다. 판타스마고리아가 일본

투영된다.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긴 목재 타네이타는 보통 4개의 “창문” 즉 프레임이 있었으며, 가면 및/혹

에 소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을 가능성은 있다. 판타스마고리아 슬라이드 역

은 다른 신체 부위를 위한 또 하나의 레이어가 있었다. 따라서 타네이타 1개로 8개의 서로 다른 포즈나 행동을 바꿔

시 전파되었을 수 있다.

가며 보여줄 수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설치된 푸로를 통해 소품을 투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9세기 유럽과 일본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판타스마고리아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조종하는 몇 가지 방식이 존재했다. 타네이타의 변경과 조종이 주

우츠시에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츠시에는 영화가 탄생할 때까지 그 인기를 유지한 반면 판타스마

된 기술이었다. 긴 목재 타네이타는 캐릭터의 행동을 비교적 긴 시퀀스로 보여줄 수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 바로 다

고리아는 왜 단명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시각문화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른 공연자가 조종하는 푸로가 투영하는 이미지로 전환이 가능했다. 푸로 자체를 움직임으로써 캐릭터가 걸어 나가
는 모습이나 날아가는 화살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움직임도 가능했다. 조종하고 있는 푸로를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스크린에서 캐릭터나 대상을 움직이게 연출할 수 있었다.

5. 결론

캐릭터가 울거나 떨고 있는 모습 등 보다 미세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푸로안에서 타네이타를 약간 흔들어
준다. 슬라이드를 금속 스프링으로 단단히 고정한 서양의 환등기와 달리, 일본의 푸로는 공간의 여유를 두어 슬라

유럽에서 개발된 환등기술은 일본에 전파되어 독특한 형태의 스크린 기법으로 발전했다. 19세기 서양에서 환등기

이드가 위 아래로 약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겉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

는 계몽과 교육의 도구가 된 반면, 일본의 우츠시에는 가부키 배우나 분라쿠 인형 대신 이미지를 이용하는 일종의

하고 나레이터가 스토리텔링의 전통적인 양식에 따라 느린 발라드 형태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동안 관객이 주목할

스토리텔링 양식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매끄럽게 기존 오락 양식과 접목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우츠시에가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했다.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현존하는 슬라이드에 대한 검토와 재현된 공연을 감상함으로써, 우츠시에가 오늘날의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츠시에와 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과 그 네러티브

4. 우츠시에와 판타스마고리아

및 시각적 표현 연구를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등기술은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가장 유력한 전파시키는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환등
기와 함께 어떤 종류의 환등기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1779년 오사카에서 발간된 탱구츠(Tengu-tsū)
라는 책에 따르면, 환등기는 이미 슬라이드쇼로서 인기가 있었으며, 안경사들에게 구입이 가능했다고 한다.⑷ 요
지경 상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림은 오니(악령을 나타내는 일본어)가 목재 환등기에서 튀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슬라이드쇼를 "네덜란드 컬러 그림자" 혹은 "나가사키 컬러 그림자"로 불렀다.
에도 중심가의 우에노(Ueno)에서 펼쳐진 공연은 아마추어 라쿠고(rakugo) 스토리텔러이기도 했던 우웨시(uwaeshi)(기모노 디자이너) 전문가의 눈을 사로잡았다.⑸ 그는 환등기 슬라이드쇼를 그림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네러티브 매체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토라쿠(toraku: 현재 그의 예명)는 1803년에 대
중 공연을 시작하고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공연을 “우츠시에”로 명명했다.

4) 히 라시 호세(Hirase Hose)(혹은 호세이 또는 수케요: 빽하는 소리는 수케나리로 읽는다)의 마술적 트릭에 관한 탱구츠
(Tengu-tsū)라는 책에서는 환등기를 카게에 메가네(kage-e megane)(“쉐도우 스코프”를 의미)로 지칭한다. 게이치 야마모
토(Keiichi Yamamoto)도 1790년대에 오사카에서 발간된 다른 2개의 서적을 소개한다. 하나는 “네덜란드” 컬러 그림자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컬러 “나가사키” 그림자에 관한 것이다.
5) 우웨(Uwae)는 도기나 기모노 직물의 마무리 그림이나 색칠 작업을 가리킨다. 고급 장인을 포함한 중상류층 도회지인들은 종종
아마추어 공연자로서 전문가의 제자가 됨으로써 예명(전문 즉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명칭)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우츠시에의 인
기로 인해 그 기원은 당시의 다양한 저술에서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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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vehicles. Two-frame loop animation could be also easily achieved with the "slip slide" made of two
(or three) layers of glass slide, with masks or body parts painted on the movable second layer. Soon

Utushi-e is the Japanese magic lantern performance that was extremely popular throughout the 19th

a number of elaborate mechanisms were developed to make a painted image on a glass plate move,

century. When the magic lantern arrived Japan in the late 18th century it developed into a unique form

using masks, gears, levers, pulleys, etc.

of audiovisual entertainment. It inherited the mode of traditional storytelling from theater practices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 new "horror" entertainment named phantasmagoria became

such as kabuki and bunraku, replacing actors or puppets with images. Comedy and tragedy, stories of

extremely popular in Europe. The most famous showman was the Belgian physicist Etienne Gaspard

love, faith, and grudge were preformed at vaudeville theaters and private houses. Interaction between

Robert (1763-1837), known with his stage name Robertson. The German magician Paul Philidor

two characters with emotional exchange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performance. Use of multiple

coined the term for his show in 1792, but Robertson developed it further into a multisensory

mobile projectors operated by a team of showmen made both dynamic and subtle motions of the

spectacle by combining image, sound, mechanical objects, actors, etc. A big magic lantern (sometimes

characters possible across the screen. Independent image elements such as characters, objects,

a pair connected side by side) with a powerful illuminant was mounted on a wheeled stand. The

backdrops and optical effects were rear-projected, the resulting composite of images forming a scene

images were painted on the glass slides against black background so that when projected only the

on a wide paper screen.

images would appear without a circle flare of the light. By pushing and pulling the lantern on the

When we compare utsushi-e with its equivalent in Europe, the nature of utsushi-e as a medium of

rail behind the semitransparent screen the ghosts could change the size, creating an impression

storytelling with character animation arises.

of coming closer or leaving away with an appropriate sound effect. The bloody memories of the
Revolution greatly helped the success of his performances at the crumbling former Convent of
Capucines in the central Paris.

2. The Magic Lantern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However, phantasmagoria was relatively short-lived because the program never changed and most
people would not attend a second time.⑶ When the turmoil of the revolution was over to give way to

In Europe by the 17th century interest in optics became widespread among intellectuals including

rationality, the magic lantern's role changed as well.

the famous Jesuit priest Athanasius Kircher (1601–1680), who was often attributed the honor of the

By the 1820s a new technology was added to the magic lantern, outdating phantasmagoria.

inventor of magic lantern. However, his first edition of Ars Magna Lucis et Umbrae in 1646 does not
really include magic lantern.⑴ Today scholars agree that its real "inventor," who designed and built a

Dissolving views was a new system to create seamless transitions of images with special effects,

working device, was the Dutch mathematician and scientist Christiaan Huygens (1629–1695). Huygens

pair of identical lanterns connected to each other either horizontally or vertically (a “biunial” magic

made a correct drawing of its optical system in 1659. He also left a set of sketches for slides to animate
the Death.⑵

lantern), with each lantern focusing exactly on the same spot. By setting the slides on the lanterns and

The magic lantern quickly spread in Europe both as a scientific instrument and a source of visual

magical transformations such as turning a scene of a house on a flowery meadow into a snow-covered

astonishment. The illusion of “moving images” in color was important from its earliest days. The

landscape. The lanterns were visible to the audience and eventually they even became part of the

simplest trick for movement used so called “panoramic” slide. By slowly pulling the long slide in front

show.

of the condenser lens, it was possible to show a panoramic landscape or a procession of people or

When the magic lantern became the major medium for public lectures and education, its capacity as

and well-advertised at theatres in the 1820s and 30s. It was created with a set of two slides and a

operating a mechanical shutter made of metal in front of the focus lenses, it was possible to create

a medium of moving images - which Huygens already realized - became a secondary element, to be
used as a visual entertainment. Typically a series of two frame animation such as flowers blooming
1) The description in the first edition was not correct. The second edition published in 1671 shows a primitive
magic lantern that may project an image.

030

2) The sketches are in the Leiden University Library. In a letter to his brother he wrote that their father, who

3) There is another technical issue. The projector on the wheel was a new idea, but an approaching ghost

was a notable poet and a diplomat, asked him to make a magic lantern set presumably to entertain his highly

would become dimmer (because the projector moves away from the screen) while the size increase, which

celebrated guests.

should look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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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people in comical acts would be shown to start the show, and a sequence of kaleidoscopic moving

audience attention for certain duration while the narrator tells the story in the form of slow ballad

image like geometric animation would be shown for closing, using "chromatrope" slid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format of storytelling.

In short, a magic lantern performance would be given with a single magic lantern unit placed on a
fixed pedestal facing the screen, to be operated by a showman or his assistant who is visible from the
audience. As various books and texts published around the time reveal, people were attracted to the

4. Utsushi-e and Phantasmagoria

won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than to occult power of magic.
Eventually magic lantern itself often became part of the attraction, as in case of gorgeous and

Magic lantern technology was brought to Japan by the Dutch, most likely in the second half of the

extremely heavy British mahogany-and-brass lanterns, or colorfully decorated French metal lanterns.

18th century. There is no record what kind of slides came together with the lanterns. According to the

Eventually powerful illuminant such as limelight was developed for large theaters and halls. The

book Tengu-tsū, published in Osaka in 1779, magic lantern was already popular as a sideshow and

screen size corresponded to the diameter of the image, which was determined by the focal length of

the device was commercially available from opticians.⑷ The illustration portrays an oni (Japanese-

the optical system, as well as the size of the lantern and slides, and the power of the light source. To

style devil) jumping out of a wooden magic lantern, although it looks more like a peepshow box. The

keep the image focused a lantern needed to be stable. A heavy projector was welcome. It could be

sideshow was called "Dutch colorful shadow" or "Nagasaki colorful shadow."

also fixed to the pedestal. Early film projector was a modification of professional magic lantern.

A show in Ueno in downtown Edo caught the eye of a professional uwae-shi, (kimono designer) who
was also an amateur rakugo storyteller.⑸ He came up with the idea of turning the magic lantern
sideshow into a narrative medium using his skills in painting and storytelling. Toraku - now his stage

3. Utsushi-e as a Form of Character Animation

name - started performing publicly in 1803, calling his new show "utsushi-e".
The invention of utsushi-e took place when phantasmagoria gained popularity in Europe. There

Utsushi-e worked in a radically different manner from the Western magic lantern practice. The

are interesting similarities such as movable projectors, rear projection that keeps the secrecy

simple looking projector (furo) for utsushi-e was made of lightweight wood, which does not get hot.

of technique, and pictures on the glass slides against black background. There is no record

A showman would hold a furo on his arm and manipulate the slides ("taneita") with the other hand

if phantasmagoria was introduced to Japan, but it is possible that the information arrived.

behind the screen. Major characters would be projected separately from multiple lanterns operated

Phantasmagoria slides might have arrived as well.

by multiple showmen. A long wooden taneita for animating characters usually had four "windows"

Still, as we have seen, there are clear differences between phantasmagoria and utsushi-e, as well as

or frames, with another layer for masks and/or different body parts. Therefore with one taneita the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in the 19th century Europe and Japan. By

operator could switch between eight different poses or actions. Props were projected from furo

trying to understand why phantasmagoria did not last long while utsushi-e kept its popularity until the

placed on tables.

arrival of cinema, we come across many elements in our visual culture.

Based on the use of these equipment there were several modes of operation in animating a
character. Changing and manipulating taneita was certainly a major technique. A long wooden taneita
could provide a relatively long sequence of a character's action. For the following scene the image
could be instantly switched to the one from another furo operated by another showman. A different
type of motion such as a character walking away or an arrow flying was made possible by moving the
furo itself. Simply by turning his furo slowly an operator could move a character or an object across

the magic lantern is called kage-e megane (meaning “shadow scope”). Keiichi Yamamoto also introduces two

the screen.

other publications from Osaka from 1790s. One of them refers to “Dutch” colourful shadow, the other refers

For a more subtle motion such as a character crying or shivering, the operator would slightly shake
the taneita inside the furo. In contrast to the Western magic lantern, which held the slides tightly in
place with metal springs, the furo had a margin that allowed slides to move up and down slightly. The
seemingly minor feature was important in representing the characters' emotion and maintaining the

032

4) In the book Tengu-tsū on magic tricks written by Hirase Hose (or Hosei, or Sukeyo: Screech reads Suke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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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or professional names as artists?) names by becoming students of professionals. Because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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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The magic lantern technology that was developed in Europe arrived Japan to turn into a unique
form of screen practice. While in the West the magic lantern became the tool of enlightenment and
education during the 19th century, Japanese utsushi-e was a form of storytelling with images instead
of kabuki actors or bunraku puppets. The new technology seamlessly merged with the existing forms
of entertainment. Probably that was a reason why the popularity of utsushi-e continued for long.
By examining the remaining slides and watching the recreated performances, we understand its
resemblance to today's character animation. Understanding utsushi-e and its cultural background
would thus bring a new light in looking at Japanese animation, its narrative, and visu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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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로이트와 다 빈치: 기억의 지형학  

정신분석을 이미지화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사용하는 또 다른 시각적 비유로는 ‘신비스런 글쓰기 판’이 있다. 맨 위
층은 셀룰로이드로, 아래층은 밀초 평판을 덮고 있는 얇고 반투명한 밀랍 종이로 되어 있으며 맨 위에 철필로 글을

주위를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영상물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을 비롯

쓰면 검은 필체가 눌려 나타나는 이 판은 언제든 쓴 것을 쉽게 지워내고 그 위에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도록 설계되

한 수많은 영상물 속에서 살고 있다. 게다가 이제 영상 이미지는 극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층건물 벽에도 붙어

어 있다. 프로이트는 이 신비스런 글쓰기 판(Wunderblock)의 구조에 지각 의식의 조직과 그 조직 뒤에 있는 기억

있고 내 손 안에도 있다. 조만간 <해리 포터>가 보여주었던,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신문이나 책이 등장할지도

조직의 구조를 대입한다. 밀랍 종이가 지각-의식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조직이라면 셀룰로이드는 그 자극에 대한

모르겠다. 일찍이 거리의 광고판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근대(인)을 사로잡을 시각문화의 중요한 텍스트임을

방어적 방패 역할을 하는 층이고 밀초 평판은 밀랍종이 뒤의 무의식인 셈이다. 글자의 나타남과 사라짐은 지각의

간파한 이가 있었다. 바로 발터 벤야민이다. 그는 ‘카메라’를 무기로 압도해오는 동시대 영화와 사진의 경이로운 능

과정에서 의식이 피어오르고 소멸하는 것에 상응한다. 물론 그 소멸의 과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력을 접하여 ‘광학적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성찰의 장을 발견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작고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들

밀초 평판에 저장된다. 프로이트는 이 과정에 대해 “마치 무의식이 ‘지각-의식’의 조직을 매개로 해서 외부세계를

을, 즉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카메라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가히 정신분석이 우

향해서 더듬이를 뻗쳤다가 그곳에서 오는 자극의 견본을 채취하는 순간 얼른 그것을 철회하는 것과 같다”⑶고 묘

리에게 무의식을 보여준 것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이었다.

사한다. 이 글쓰기 판의 비유는 프로이트의 제1지형학(topography)인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

이미지를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은 물론 벤야민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지는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프로이

다. 밀초 평판을 무의식에, 밀랍 종이가 전의식이라면 셀룰로이드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트(Sigmund Freud)에게서부터 이미 정신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꿈의 분석에 관심을 두었던 정신분석

그렇다면 저 무의식적 저장고를 열어볼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프로이트는 정신분석가와 더불어 예술가를 꼽는

은 언어와 이미지 같은 표상(Vorstellung)의 구성과 해석이 무의식적 욕망의 동학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다.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는 백일몽을 꾸고 그것을 독자에게 받아들이도록 유혹하는 자인 동시에 정신분석가처

탄생했다. 그리하여 프로이트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인간 존재의 가장 내밀한 중핵(kernel)에 자리잡고 있음

럼 심리적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다. 이는 무의식적 기억을 상징화한다는 차원에서 꿈-작업과 예

에 틀림없는 무의식을 담화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즉 정신분석가와 비평가로서 이미

술작업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은 억압된 성적 기능, 즉 리비도적 충동에 근원을 두고

지를 다루었다. ‘정신분석을 이미지화하기, 이미지를 정신분석하기’라는 이 글의 제목은 이러한 입장들의 요약이

있다. 프로이트는 심지어 ‘아름답다’는 개념조차 그 근원이 성적 흥분에 있다고 본다.⑷ 그러나 성적 호기심이 성기

다. 요컨대 프로이트에게 이미지란 정신분석의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주는 매개인 동시에 정신분석적 관점이 적

에서 신체 전체로 관심을 옮겨가게 되면 바로 그 경로들이 성욕을 언어, 예술, 의식 등으로 ‘승화’시키는 통로로 이

용될 수 있는 비평적 분석의 대상이었다.

용될 수 있다.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시각적 차원에 기울이는 관심을 가장 우선적이고도 지대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꿈 분

승화의 결과는 정신분석과 마찬가지로 ‘치유’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치유의 힘은 예술이 단순한 환상이나 성욕

석과 관련해서일 것이다. 무의식은 비록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다. 꿈은 그러한 무의식의

의 승화를 넘어 공상세계로부터 현실로 되돌아오는 길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이 기억과 재인식을 통해

존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인 계기다. 꿈을 꾼다는 것을 프로이트의 언어로 바꾸면 잠재

피분석자를 치유할 수 있듯이, 예술 역시 유년기의 잃어버린 이미지와 감정을 끌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적 꿈-사고를 꿈-내용으로 변형하는 꿈-작업의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때 꿈-내용을 이루는 심리적 재료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을 전기적으로 비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모나리자>와

는 회화와 조각 같은 조형예술과 유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프로이트는 꿈을 “그림 수수께끼”⑴라고 부른다.

<최후의 만찬>을 본 후 다 빈치의 10권짜리 전기를 읽은 프로이트는 난치병 어린이였고 사생아였으며 다른 여자와

그 수수께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꿈-작업의 방식으로 프로이트는 압축, 전치, 묘사 가능성에 대한 고려, 2차 가공

결혼한 아버지가 데려가기까지 수년간 친어머니와 살았던 다 빈치의 유아기가 그의 작품에 압축되어 있다고 본다.

을 꼽는다. 꿈-사고를 구체적인 시각적 형상들로 표현하는 꿈-형성의 작업은 이 중에서도 특히 묘사 가능성에 대

다 빈치는 “내가 아직 요람에 있었을 때 아주 오래 전 기억으로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나에게 내려와 꼬리로 나의 입

한 고려와 연관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프로이트는 꿈-작업의 묘사를 고대의 상형문자로 쓰는 글과 같다고 비유한

을 열고, 꼬리가 여러 번 나의 입술에 부딪혔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실제 기억이 아니라 꿈이거나 상상일 수

다. 결국 정신분석이란 상형문자처럼 상징화된 꿈-내용을 꿈-사고의 언어로 옮겨놓고 이해해나가는 해독의 과정

있는 이 장면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친어머니에게 강하게 고착된 사랑을 드러낸다. 당시 교회 교부들은 동정녀 마

이라는 것이다.⑵

리아를 옹호하기 위해 독수리는 암컷밖에 없다는 이집트인의 생각을 끌어왔고 이 속설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었

꿈-사고는 반드시 창조적일 필요는 없다. 이미 완성되어 사용될 수 있는 형성물 역시 꿈-사고의 재료로 활용될 수

다. 아마도 그 영향 속에서 다 빈치 역시 자신의 친어머니를 독수리로 상징화했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 독수리의 꼬

있다. 프로이트는 그러한 요소를 바로 (무)의식적 공상(Phantasie)이라고 칭한다. 백일몽은 공상의 낮 버전에 해당

리는 어머니의 가슴(유두), 그리고 (어머니가 갖고 있으리라고 어린 다 빈치가 상상한) 페니스의 상징이다. 아버지

한다. 꿈도 백일몽도 모두 목표는 ‘소원 성취’다. 1970년대를 풍미한 대이론(Theory)으로서의 영화이론을 출발시
킨 근거도 (상업)영화 역시 이러한 백일몽으로 기능한다는 점이었다.
3) 지그문트 프로이트, 『신비스런 글쓰기 판에 대한 소고』,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17(1997),
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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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분석』,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16(1997), 379쪽.

4)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열린책들, 2011(1996), 46쪽.

2) 같은 책, 457쪽.

5) 같은 책,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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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상황에서 다 빈치는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에로스적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왕)의 권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캉은 이 그림이 어떻게 대타자(여기서는 왕)의 궁극적인 무력함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다 빈치는 다른 여인들을 피했다. 또한 어머니와 동일시한 결과 자신의 어머니가 사랑할 법한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양자의 차이는 그림 속의 벨라스케스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즉 저 그림 속

젊은 남자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동성애자가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프로이트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성생활을 자

캔버스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에 대한 상이한 상상의 결과다. 푸코는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다고

제하는 부인(어머니)의 극단적 상태, 유혹과 거절, 헌신적 연정과 어떤 낯선 남자를 열망하여 무분별하게 간청하는

가정한다(맨 뒤 거울에 비친 국왕 부처의 모습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라캉은 현재 관람객인 우리 눈앞에 보이

성적 도발을 가장 완전하게 묘사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성 안나와 성 모자>에서 안나가 젊고 아름답게 그려진

는 장면 그 자체가 똑같이 그려지고 있다고 가정한다(거울에 비친 국왕 부처는 벨라스케스가 그냥 그려 넣은 것일

이유 역시 안나는 생모, 마리아는 계모를 상징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 빈치의 모든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그의 억

수 있다). 라캉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장면 전체를 비추는 대형 거울이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는

압된 사랑의 기억을 알려주는 매개였던 셈이다.

거울에 비친 현재의 상황 자체를 자신의 캔버스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그림과 벨라스
케스가 그린 그림은 동일한 그림이 된다.
이 분석이 말하려는 바는 무엇인가? 라캉에 따르면 관람객은 일단 의식의 차원에서 이 그림을 접하지만 이내 ‘벨

II. 라캉과 벨라스케스: 욕망의 위상학

라스케스는 무엇을 그리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은 무엇무엇일 것’이라고 스스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정확히 관람객의 무의식적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을 본다는 것은 <라

라캉의 자신을 ‘프로이트 안에 있는 프로이트 이상의 것’을 찾아내는 주석가라고 여겼다. 그의 초기 세미나(1953-

스 메니나스>에서 시작해서 ‘라스 메니나스’(캔버스)로 가는, 의식적 시선의 주체로부터 무의식적 응시의 주체로의

63)는 프로이트의 저술들에 대한 주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미지 비평의 측면에서 보면 라캉은

순환을 그려나가는 ‘여행’의 과정이다. 무한히 안으로 되접히면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토러스의 위상학적 구조

작가의 전기적 특징을 작품 해석에 대입하던 프로이트와는 많이 달랐다. 그는 의식/무의식의 분열을 시각적 경험

가 그림의 관람 과정에서 이렇게 실현된다. 그러므로 ‘라스 메니나스’는 <대사들>의 해골에 상응하는 응시의 공백

그 자체에도 적용했다. 요컨대 현실 세계에 있다고 가정되는 인간의 눈/시선은 결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며 어

이자 시야 속의 얼룩인 셈이다. 라캉은 그 공백과 얼룩을 이미지라고, 이미지가 자리 잡는 곳을 스크린이라고도 칭

떤 식으로든 응시에 의해 훼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시선이 원근법적인 시야를 지배하는 실체적, 인

한다. 이 스크린은 실재의 차원을 가리면서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베일’로 은유되기도 한다.

지적 보기의 방식이라면 응시는 그 시야 안에서는 좌표화될 수 없는 무의식적 보기의 차원을 가리킨다. 물론 정신

라캉의 논의에서 핵심은 주체가 시각적 경험에서도 역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의 분열을 계속한다는 것, 나아가

분석적 관점에서는 눈에 대한 응시의 승리가 핵심이다. 존재의 진실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에 있기 때문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가시화함으로써 치유의 계기로까지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은 상징적 현

이다.

실 내의 분열이자 언어화될 수 없는 X인 실재(the Real)를 만나는 것(tuche)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라스 메니나

라캉은 데카르트의 추상적 관찰자와 르네상스 회화의 관찰자 사이에서 가정되어온 유사성은 오류라고 밝힌다. 15

스>는 관람객에게 그러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세기말~17세기까지 회화의 기법은 지금까지 널리 가정되었던 것처럼 원근법적이지 않았으며, 당시 참조된 것은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은 라캉의 이미지 이론을 영화 이미지에 적용했다. 그의 논의에서 두드러지는 개념은

사영 기하학에 기초한 “전도된 원근법”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림 전체가 소실점으로 수렴될 수 없으며 늘 원근법

‘인터페이스-스크린’이다. 지젝 또한 영화에서 실재의 얼룩이 가시화되는 순간들에 주목한다. 평면적 이미지인 그

을 벗어나는 지점(혹은 영역), 즉 무한원점에 의해 탈중심화됨을 뜻한다. 이를테면 0의 차원과도 같은 이 무한원점

림과 달리 영화는 입체화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실재와의 만남은 훨씬 더 다양한 내용적, 형식적 계기 속에서 가능

은 때로는 소실점과 최소 차이만을 가지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전혀 좌표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왜상의 형

해진다.⑹ 이러한 계기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터페이스-스크린이 실재의 침입의 매개가 되며 이로 인해 등장인

태로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기도 한다. 라캉은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의 <대사들>(1533)에 등장한 삐딱한 해골

물들이 속한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정합성은 새로운 관점으로의 이행을 강제당하면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젝

을 이러한 왜상의 사례로 꼽는다.

은 히치콕과 키에슬르프스키의 영화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내 제시한다. 여기서 그 사

라캉은 여러 그림들을 비평했다. 그 중 특히 흥미로운 사례는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를 화면의 구성 자체가

례들을 나열하는 것은 지면의 한계를 초과한다. 다만 지젝의 영화이론에서의 핵심 역시 라캉의 회화 분석에서처럼

사영 기하학의 논리적 구조를 반복한다는 분석이다. 사영 기하학은 그림의 공간을 평평하지 않은 원환체(torus)나

텍스트가 어떻게 관객의 무의식적 욕망(실재의 차원)을 텍스트 독해의 과정에 끌어들이는지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봉투처럼 가정한다.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구이며 그러한 세계를 재현하고자 할 때 비록 그림의 표면은 평면이지

는 점만 재확인하고자 한다.

만 그 안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세계는 구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관찰자의 눈은 데카르트적 주체처럼 세
계의 외부에서 객관적, 원근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을 수 없으며 시각 장 속에서 원환체처럼 되접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라캉의 정신분석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지형학적 구조 대신 위상학(topology)적

  III. 무의식을 그리는 시대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이를테면 가장 단순한 위상학적
구조인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라스 메니나스>가 보여주는 사영 기하학의 구조 또한 뫼비우
스의 띠를 입체화시킨 버전이라고 상상하면 된다.
라캉의 <라스 메니나스> 분석은 푸코의 분석과는 완전히 다르다. 푸코는 이 그림이 편재적으로 작용하는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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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소연 외, 『라캉과 지젝: 정치적, 신학적, 문화적 독법』, 글항아리, 2014; 김소연, 『사랑의 내막: 라캉의 눈으로 김기덕을 보다』, 자
음과 모음,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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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reud and Da Vinci: topography of memories
오늘날 영화는 더 이상 재현 매체가 아니다. 영화를 ‘카메라로 피사체를 찍어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념
화하던 시대는 끝났다. 메이킹 필름들을 보다 보면 여기저기 그린 스크린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며 새삼 놀라게 된

Look around. You will find out that we are surrounded with so many image works! Today we live in the

다. 의식하지 않고 볼 때에는 너무나 리얼리스틱했던 화면이었지만 실은 여기저기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 넣

flood of image works including movies, animations, and games. On top of that, they are not only in

어져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작업방식을 완전히 정당화해주었다. 이제 영화는

cinema, but also on the walls of high-rise and even on my hand. As shown in Harry Potter, newspapers

더 이상 찍는 매체가 아니라 그리는 매체가 되었다. 디지털 영화에 대한 마노비치(Lev Manovich)의 유명한 정의

or books showing moving images may appear sooner or later. In the past there was someone who

는 정확히 이 점을 지적한다. “디지털 영화는 라이브 액션 녹화분을 구성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의 일

predicted that even signs in the streets would become an important text of visual culture fascinating

종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진적 이미지와 관계하던 키노-아이(Kino-Eye)의 시대는 끝났다고, 대신 그려진 이미지

the modern (people). He is Walter Benjamin. He discovered a new field of reflection, that is, the

와 관계하는 키노-브러시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한다.

optical unconscious,' encountering the wonderful power of cinema and photography of his time with

마노비치의 정의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의 하위범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애니메이션을 ‘일종의 영화’

weapons of ‘camera.’ According to him, seeing something too quick, too small, and too disperse, that

로 취급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영화를 포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현 대신 제시

is, something invisible to our eyes, through technology of camera is like the unconscious shown to us

(presentation)가, 지표적 이미지 대신 시뮬라크라 이미지가 위세를 얻는 시대에 애니메이션의 존재론은 이렇게까

by psychoanalysis.

지 급상승했다.

Of course, Benjamin is not the first to treat images as a subject of psychoanalysis. Since Sigmund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이미지는 어떻게 무의식과 관계하게 되는 것일까? 프로이트와 라캉의 사례들은 회화작품

Freud, the founder of psychoanalysis, images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psychoanalysis. With

들이었고 지젝의 사례는 영화였다. 마음껏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회화의 경우 무의식적 차원을 기표화하는 일

a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psychoanalysis stemmed from a precondition that the

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단순한 재현의 논리를 벗어난 이후 현대미술은 온통 무의식의 기표가 되었다고 해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of Vorstellung (representation) such as words and images can show

도 좋을 지경이다. 상대적으로 영화가 무의식적 차원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좀 더 난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

the dynamics of unconscious desire. Consequently, Freud introduced the unconscious invisible

젝이 찾아낸 사례들은 많은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영화를 그림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영

and untouchable, but certainly located in the innermost kernel of human being to the realm of

화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한다.

discourse. He deals with images largely from two standpoints -- as a psychoanalyst and a critic. This

문제는 여전히 영화(애니메이션)가 자신에게 허용된 존재론적 변신의 자유를 구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

article, entitled "Imaging Psychoanalysis and Psychoanalyzing Images," is a summary of these two

로 대다수의 이미지 제작자들은 여전히 재현의 논리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감옥 문이 열렸으나 여전

perspectives. In short, to him, images are the medium that explains the mechanism of psychoanalysis

히 감옥 안에서 사는 이를 보는 느낌이랄까? 물론 그렇게 된 이유의 하나로 관객 혹은 산업이 원하는 것이 재현의

with ease and the subject of critical analysis to which psychoanalytic perspectives can be applied.

논리라는 점을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실사판과 애니판을 모두 갖는 작품들은 이 문제를 더욱 본격적으로

Interest of his psychoanalysis in visual terms is most preferentially and substantially shown probably

탐구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지면의 한계상 실제 사례 분석은 발표로 대신하고자 한다.

i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The unconscious is intangible, but is not unreal. Dreams are the most
positive opportunity that can show the existence of the unconscious undeniably. Dreaming a dream
is in his term can be seen as the dream-work process of transforming the latent dream-thought into
the dream-content. Here, Freud calls dream "painting riddle,' given that the psychological material of
dream-content is similar to formative arts such as painting or sculpture.” ⑴
As the methods of the dream-work that creates this riddle, Freud suggests condensation,
displacement,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and secondary revision. Among them,
the dream-formation of expressing the dream-thought in concrete visual forms is associated with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among these concepts. Interestingly, he compares the
representation of dream-work to a text written in ancient pictographs. This means that psychoanalysis

1)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translated by Kim In Soon, Open Books, 2016(1997),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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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decoding process of understanding dream-content symbolized like pictographs by putting it into
the language of dream-thought. ⑵

reconsideration, art has the power of arousing lost images and emotions of childhood.

The dream-though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creative. Any already completed usable

reading Leonardo's biography in 10 volumes following seeing <Mona Lisa> and <The Last Supper>,

substance can be used as a material of the dream-thought. Freud called it the (un)conscious

Freud explains that given that Leonardo, who was illegitimate and suffered from an incurable

Phantasie. Daydream is a day version of Phantasie. Both dreams and daydreams aim at "wish

disease, was raised by his blood mother initially for years before being "adopted" by the wife of his

fulfillment".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film theory as Theory popular in the 1970s (commercial) was

father, his paintings tell us about his childhood. Leonardo recalls, “It comes to my mind as a very

that movies also serve as a daydream.

early memory, when I was still in the cradle, that a kite came down to me, and opened my mouth

Another visual metaphor used by Freud to image psychoanalysis is the ‘mystic writing pad,’ which

with his tail and struck me a few times with its tail inside my lips.” It may not be a real memory, but a

has a uppermost layer of celluloid with a thin translucent wax paper underneath covering a wax

dream or imagination, which Freud claims that shows Leonardo's strong attachment to this blood

tablet. If you write on it with a steel pen, black letters are printed. This pad is designed to write on

mother. In order to support the Virgin Mary, fathers of the church in those days borrowed the idea

and erase and write on again easily anytime. Freud considers the structure of this mystic writing pad

of the Egyptians, who believed that there are no male vultures, and this belief was prevalent among

(Wunderblock) as that of the tissue of the perception-consciousness and memory tissue behind. If

people. Probably because of this influence, Leonardo himself might have depicted his own mother as

the paper is a tissue that accepts the stimulus of perception-consciousness, the celluloid is a layer

a vulture. The tail of the vulture symbolizes her breasts (nipples) and (as the young Leonardo thought

that functions as a shield against such stimulus, and the wax tablet is the unconscious behind the wax

she might have) the penis. While living with her without his father, Leonardo might have a eros

paper. Forming and disappearing letters correspond to the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nes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psychologically and therefore he avoided other women to betray his love

in the process of perception. Of course, the letters are not removed for good but stored in the wax

for his own mother. Furthermore, identifying himself with this mother, he came to love young men as

tablet in one way or another. The metaphor of the writing pad reminds us of the theoretical model

she might love and became homosexual. In this context, Freud states that the smile of <Mona Lisa>

of mental structure -- the unconscious, pre-conscious and conscious as his first topography. In this

depicts most completely the lady(mother)'s extreme condition of refraining sex life, seduction and

model, the wax tablet can be seen as the unconscious, the wax paper as the pre-conscious, and the

refusal, devoted love and reckless sexual provocation to a strange man. In <The Virgin and Child with

celluloid as the conscious.

St Anne>, Anne is depicted as young and beautiful because she symbolizes his blood mother, while

Who then can open this unconscious archive? According to Freud, psychoanalysts and artists can do

Mary represents his step mother. In short, it seems that all of this paintings served as a medium to

that. With insights into psychic reality as psychoanalysts do, imaginative artists dream a daydream and

remind him about his repressed love for his own mother.

This perspective is well shown in Freud's essay on Leonardo da Vinci's life based on his paintings. After

lure readers into accepting it. This is because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the dream-work and artistic
work, in terms of symbolizing unconscious memories, which are based on the repressed sexuality, or
libidinal drive. For Freud, ‘beauty’ conceptually comes from sexual excitement.⑶ However, diverting

II. Lacan and Diego Velázquez: topology of desire

sexual attention from the genitals to the body as a whole can be the pathway to 'sublime sexual desire
into language, art, and ritual.⑷

Lacan considered himself as a commentator discovering ‘something in Freud beyond Freud,'

Like psychoanalysis, the result of sublimation serves as a ‘c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re

His early seminars (1953-63) consist of his comments on the writings of Freud. However, at least

provides a path through which art returns to reality from an imagined world beyond fantasy or

from the perspective of image criticism, he was a lot different from Freud, who used biographical

sublimation of sexual desire. Just as psychoanalysis can cure the patient by means of memories and

characteristics of an artist to explain a work of art. He applied the split of the conscious/unconscious
to visual expression itself as well. Namely, he argued that the human eyes /sight (look) imagined as
existing in the real world can never see everything and are interrupted by gaze. In this case, sight is a

2) ibid,

p. 457.
3) S igmund Freu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translated by Kim Jeong Il, Open Books,
2011(1996), p. 46.
4) ibid,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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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an points out that the homogeneity which had been assumed between the abstract observer

of the torus that folds into inside infinitely and comes out again is realized in this way in the course of

of Descartes and the observer of the Renaissance paintings is mistaken. According to him, the

seeing this painting. Consequently, like the skull in <The Ambassadors>, ‘Las Meninas’ is the void of

technique used in the paintings from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unlike the widespread

gaze and stain in the sight. Lacan refers to the void and stain as images and the place housing these

assumption made so far, was not perspectival, but it was "inverted perspective" based on projective

images as the screen. As this screen functions to cover the dimension of reality and refer to it at the

geometry. This means that a painting as a whole cannot be converged to the vanishing point and is

same time, it is often expressed as a ‘veil’ metaphorically.

always decentralized by a point (or dimension) out of perspective, or the infinite point. For instance,

The key point of his argument is that the subject continues to be split between the conscious and

as the infinite point like 0 dimension sometimes has a vanishing point and the minimal difference

unconscious in the visual experience as well and further visualizes his (repressed) desire, possibly

only, it can never be coordinated on the screen and is sometimes visible positively in the form of

having a chance of curing. Psychoanalysis can begin with encountering (tuche) the Real, X, which is a

anamorphosis. Lacan presents the tilted skull in Hans Holbein' <The Ambassadors> (1533) as an

split symbolic reality and cannot be put into words. <Las Meninas> provides the viewers with a chance

example of such anamorphosis.

of such encounter. This is what art is meant to be.

Lacan conducted critique of many paintings. Among them, <Las Meninas> of Velázquez is the

Slavoj Zizek applied Lacan's image theory to film image. One of the major concepts in his argument

most interesting case in that its screen composition itself repeats the logical structure of projective

is the ‘interface-screen.’ Zizek also pays attention to the moments when stain of the Real is visualized

geometry, which assumes space in a painting as an uneven torus or envelope. This is because
the earth is not a plain but a globe, and therefore when representing the world, the surface of the

in movies. Unlike paintings as a two-dimensional image, as film is a three-dimensional moving image,
encounter with the Real is possible through far more diverse chances in content and mode. ⑸ We

painting is flat, but the world to be represented on it must be spherical. Accordingly, the observer,

focus on these chances because the interface-screen works as a medium of intrusion of the Real,

like the Cartesian subject, cannot be in the position where he can see the world from outside in an

whereby (ideological) consistency in reality of the characters collapses by being forced to move

objective and perspectival manner and folds into the visual field like a torus. This view is linked to the

towards a new point of view. Zizek presents such cases found in many movies including those of

idea that Lacan's psychoanalysis relies on the topological structure of Freud's psychoanalysis rather

Hitchcock and Kieślowski. For lack of space, the cases a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is article,

than the topographical structure. Simply speaking,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are related to

and it should be noted that as Lacan's analysis of paintings, the key point of Zizek's film theory aimed

each other like the Mobius strip as the most simple topological structure. The structure of projective

at examining how text attracts the audience's unconscious desire (at the level of the Real) to the text

geometry in <Las Meninas> can be also seen as a cubic edition of the Mobius strip.

reading process.

Lacan's analysis of <Las Meninas>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Michel Foucault, which argues that
this painting shows the omnipresently power of the sovereign (king). However, Lacan focuses on how
this painting shows the ultimate powerlessness of the big Other (king in this case). Their difference

III. Cinema and animation in the age of drawing the unconscious

derives from the different imagination about what Velázquez is depicting in the painting, that is, what
is painted on the canvas of the painting. Foucault thought that the artist depicted the king and the

Today, a film is not a medium of representation any more. It is no longer defined as 'a medium of

queen present at the scene (we may think so from the royal couple reflected on the mirror at the

showing photographed objects with camera to the audience.' When you happen to see makingfilms,

back). In contrast, Lacan assumes that the scene we are seeing now is painted as it is (it might be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several screens sitting here and there because what you see from

possible that the artist simply added the royal couple in the mirror). Lacan assumes there is a large

the screen is very realistic, but in reality, it has been created with CG drawings added everywhere.

mirror reflecting this scene as a whole. In other words, Velázquez represented what he saw in the

The advent of digital age has completely justified this way of filmmaking. Now movies are not

mirror on the canvas. In this way, what we see in the painting and what he painted are the same.

photographed any more, but drawn. The famous definition of digital cinema by Lev Manovich points

What this analysis tells us about? According to Lacan, viewers see this painting at the conscious level
first, and soon enough come to raise a question 'what the artist is depicting?’ and answer themselves
‘it may be something.’ This kind of answer is linked precisely to the unconscious desire of the viewers.
Seeing this painting is a journey describing the cycle from <Las Meninas> to 'Las Meninas' (canvas), or
from the subject of the conscious attention to that of the unconscious gaze. The topolog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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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e Kim Soh-Youn et al., 『Lacan and Zizek: Political, Theological and Cultural Reading』, Geulhangari, 2014;
Kim Soh-Youn, 『Story behind Love: Seeing Kim Gi Deok from the perspective of Lacan』, Jaeum and Moeu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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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is exactly, which reads, "Digital cinema is a particular case of animation which uses live action
footage as one of its many elements.” Therefore, he proclaims that the era of Kino-eye associated with
photographical image has gone, and instead that of Kino-brush related to drawn images has come.
Manovich's definition is shocking in that he classifies cinema as a sub-category of animation.
Animation is not treated as a 'sort of cinema' any more, but embraces cinema now. At this point where
presentation comes before re-presentation and indexical image before simulacre image, ontology of
animation has been emerging this high.
Now how do images in this age relate to the unconscious? Cases of Freud and Lacan are about
paintings, and those of Zizek about movies. It is not that difficult to signify the unconscious
for paintings which can depict images as much as possible. After going beyond the logic of representation, we can say that the contemporary art all has become a signifier of the unconscious. The

강연자 소개│Speaker

나바라사(인도 미학: 9개의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애니메이션
Looking at Animation through the lens of Navarasa

실파 라나데 Shilpa RANADE
인도 봄베이 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센터 교수 (Professor, Industrial Design
Centre at th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way cinema relates to the unconscious might be more difficult. In this sense, cases found by Zizek
are greatly inspiring. Now the fact that cinema can be dealt with as a painting makes it much easier to
approach cinema from the perspective of psychoanalysis.
The problem is that still cinema (animation) does not enjoy its freedom of ontological transformation
granted to it. In short, most image creators might remain stuck to the logic of re-presentation. It is as

실파 라나데 교수는 2006년 설립을 도왔던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봄베이의 Industrial Design Centre에

if the prison door is open, but prisoners never come out of it. Of course, it is understandable that one

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영국의 왕립미술대학 애니메이션학과에서 연구 석사를 졸업했다. 영국의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udience wants the logic of re-presentation. Films having both live action

채널4에서 상영된 단편 애니메이션을 감독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주요 영화제에서 다수의 수상을 하였다. 그녀는

version and animation version provide opportunities to investigate this issue more in depth. Because

또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Damroo의 창단 멤버로서 일러스트, 영화 그리고 저작 작업을 하였고, 그

of limited space in this article, case studies will be introduced in presentation.

녀의 책은 대형출판사인 Scholastic, Eklavya, Pratham, Duckbill 그리고 Karadi Tales 등에서 출간되었다. 그녀의
영화는 다수의 인도, 국제 대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TIFF 토론토, 부산국제영화제, 듀바이 DIFF, 콜롬보국제영화
제, Lucas국제어린이영화제, PISAF 등에서 상영되었다. 그녀는 현재 부처, 밀라레파 그리고 파드마삼바바의 삶에
기인한 Ajanta 재건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다.
Shilpa Ranade teaches Animation at IDC, IIT Bombay, a discipline she has helped establish in 2006.
She completed her MPhil in Animation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London. Shilpa Ranade has
directed short animation films for Channel 4, UK; her films have traveled all over the world winning
accolades in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film festivals. She is a founding member of Damroo, a
project involved in creating content for children where she has produced books and films while
working closely with children to produce the content. She has also illustrated numerous books
for children for leading publishers in the country including Scholastic, Eklavya, Pratham, Duckbill
and Karadi Tales. Her film has won several Indian and International awards and nominations and
has premiered at TIFF Toronto, Busan Korea, MAMI India, and has been showcased at DIFF Dubai,
Colomb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rinidad Film Festival, Lucas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
Frankfurt, PISAF Korea among several other film festivals. Her current work includes Animation films
based on the lives of Buddha, Milarepa and Padmasambhava in a project on the resonances of Aj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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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보다 더 매력적으로 강렬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자극시킨다. 애니메이션으로 자극을 받은

과 연관된다. Bibhatsam(빕핫삼)은 싫음, 혐오감, 또는 불쾌한 경험을 표현하며 Shiva(시바)와 청색에 연결된다.

감정은 그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는 색다른 현실을 만들어낸다.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는 감정의 전체적인 절대 증폭

Bhayanakam(바야나캄)은 공포, 불안 및 악마, 죽음의 예고를 뜻한다. 그리고 Kala Ratri(칼라 라트리)와 검정색

을 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설정을 통해 놀랄 만큼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과 관련이 있다. Veeram(베에람)은 영웅주의, 용기, 용감함, 자신감, 고귀함, Indra(인디라) 및 심황색과 연관된다.

야기는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으며 이미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떤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Adbhutam(아드부탐)은 놀라운, 경외심, 마법의 신성한 개입, 신비, 경이, 놀람의 감각이며 Bhrama(브라마)와 노

발달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를 너머 서야 하는 과제를 안

란색과 관계된다. Shant(샨트)는 행복한 평온, 해소를 보여주며 Vishnu(비슈누)와 순백색과 연관된다.

고 있다.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문턱 그 너머로 유인할 수 있을 때, 애니메이션은 본질적으로 향상되고 증폭되어

라사의 해설과 구현 방법은 지역 별 창의적 개발 방식, 다양한 학파, 스타일, 예술 그 자체와 그것이 취하는 형태에

설득력이 더 해진다. 꿈의 세계처럼 애니메이션은 의심과 불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념의 도약을 거쳐야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이야기의 생태계로 빠져든다. 그 생태계에는 자체의 전례 법규 및 이성과 지혜가 있고, 지금까지 인간이 시

인도 고전 무용의 라사 표현은 Bharatnatyam(바라트나티암), Kathakali(카타칼리), Kuchu(쿠추), Odissi(오디

도하지 않은 그야 말로 상상 이상의 세상이 존재한다. 생소한 그 이야기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감정을 강력하게 이끌

시), Manipuri(마니푸리), Kudiyattam(쿠디야탐) 등이 있다. 이런 고전 인도 무용에서 라사를 표현하는 것은 Rasa

어 낼 수 있다.

Abinaya(라사 아비나야)이다. Rasas(라사)는 많은 수단 즉 표정, 몸짓 및 움직임을 통해 유발된다. 고전 무용, 카타

Natyashastra(“나탸샤스트라”)는 Bharata Muni(바라타 무니)가 쓴 예술에 관한 고대 인도 논문으로, 인도의 무용,

칼리와 쿠디야탐은 극적으로 과장된 연극적 표현을 사용한다. 다른 것은 좀 더 섬세하고 절제되어 있다. 그리고 거

음악, 그림, 연극, 조각 및 문학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Navarasas(나바라사스)의 미학 또는 9가지 감정을 예

기에는 감정의 풍부한 분위기의 변화가 있다.

술의 주안점으로 논하고 있다. Rasa(라사)란 감정을 유발하는 미적 운치다. 라사는 액체, 추출물, 운치, 맛, 정화,
자기 발광 의식, 전형, 즙이라고 묘사된다. 라사의 목표는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 속의 라사는 전달하는 내용과 전달하는 방법, 단어, 문법, 리듬, 형태, 제시된 의미와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조각과 건축에서 라사 이론은 이미지와 구조에 있어서, 그 형태, 모양, 배열, 디자인 및 표현 방식을 주도

이 예술의 목표는 다양함에 있다. 즐거움은 그 다양성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예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

한다. 라사는 인도 영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극단적으로 과장된 캐릭터, 드라마틱 한 플롯, 강렬하고 초현실

는 것은 라사를 창조하는 데 있다. 청중들은 라사 속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인 현실과 신성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적인 캐릭터로 구성된 각 영화는 단일 스토리 내에서 여러 감정을 표현한다.

한 작품의 성공 여부는 청중들이 순수한 라사를 경험하도록, 그들을 흡수하여,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기술에 달려

인도 고전 음악에서 각 raga(라가)는 특정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라가는 음악가가 청취자에게 만들어주는 라사이

있다. 기예는 자아 정제 즉 Atma Smskriti(아트마 스므스크리트)로 기예 숭배자는 자아정제를 하거나 자아정제 하

다. 라가는 주로 6가지 라사 즉 사랑, 연민, 평화, 영웅주의, 경이 및 희극 중 한 가지를 불러온다. 분노, 혐오, 공포

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자아를 재구성한다.

는 희곡 전통의 일부가 된다. 인도 고전 음악에서 사랑은 신랄한 사랑이나 에로틱한 사랑, bhakti(바크티) 또는 영
적이 사랑, 경건한 사랑 등 여러 가지 색조를 지니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 예술의 주된 목적은 관객을 평행한 현실로 옮기는 데 있다. 거기서 관객은 의식의 본질을 경험한다.

애니메이션은 주제, 스토리텔링, 치료, 전개, 이미지, 사운드, 음악, 시간, 움직임, 분위기 등을 통해 특정 라사 또는

그리고 자신의 영적 도덕적 질문이 반영된 놀라운 세상을 경험한다. 이 도덕적, 영적인 의문들은 인생을 반영하는

전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종종 이러한 라사는 단일 작품 내에서 서로 교차하거나 보완하여 시청자의 경험을

정서, 기분 또는 감정과 관계있다.

한 차원 더 높게 올려준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 세계는 시청자가

각각의 라사는 성문화되어 있으며 색채와 신(神)과 관계된다. 각 라사의 해석은 지역 및 형식 발전에 따라 다양하

매우 빨리 강한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확립한 세계이다. 낯선 세계는 강력한 라사 콘텐츠를 통해 잠재 고객을 끌어

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작품의 성공 여부는 관객이 예술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흡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라사

들이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작품의 담화 범위 내에서, 세계 법칙을 즉각적으로 이해한다. 애니메이션에 포함된

경험에 몰입하는 품질은 어떤 것인지 그 품질을 측정하여 판단한다. 라사의 경험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라사는 집중적으로 응축되어, 감정의 에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린다. 관련 스토리텔링에는 여러 개의 계층과 및 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경험에는 변형되고 변화된 심미적인 특징이 있다.

위 텍스트가 있다. 그래서 청중들은 담화를 벗기고 또 벗기고 하며 계속 새롭게 탐색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풍부하

라사는 여러 가지 방법 즉 표정, 손 제스처, 색, 분위기 등을 통해서 유발된다. 인도 고전 무용이나 전통 음악에

고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서 사용되는 조직화 된 언어는 관객 또는 청취자에게 하나의 라사를 만들어 준다. 9개의 라사란, Shringara(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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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Hasyam(하시암), Raudram(라우드람), Karunyam(카룬얌), Bibhatsam(빕핫삼), Bhayanakam(바야나캄),

"거위와 결혼 한 올빼미"는 Sringara Rasa(스링가라 라사)의 전형이며 또한 짤막하게 Karunya(카룬야)와 Veer

Veeram(베에람), Adbhutam(아드브탐) 및 Shantam(샤탐)이다.

Rasas(베에르 라사)의 묘한 사랑 이야기를 전한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슬픔과 깊은 실망과 어려운 고

Shringara(스링가라)는 비슈누와 녹색과 관련된 사랑, 로맨스, 매력, 아름다움, 헌신 및 우정을 묘사한다.

난, 무언의 슬픔과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로 가득 차 있다. 사랑의 여정은 대담한 신봉자만이 완수할 수 있는

Hasyam(하시암)은 미소, 웃음, 기품, 유머를 묘사하고 신 Pramata(프라마타)와 관련이 있으며 흰색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에 위대한 아름다움과 엄청난 풍요가 있다. 거기에 운명을 거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 보

다. Raudram(라우드람)은 화, 분노, 폭력, 격노와 악의 징조를 나타내며 Rudra(르드라) 및 빨간색과 관련이 있다.

인다. Caroline Leaf(캐롤린 리프)의 1974년 작품은 가슴 애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포착한다. 멜로 드라마 적인 분위

Karunyam(카룬얌)은 공감, 슬픔, 동정, 자비, 고뇌, 고통, 손실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Yama(야마)와 회색

기가 아닌, 단지 광대하게 둘러싸인 정적인 분위기와, 거부할 수 없는 웅장함, 그리고 압도하는 감각 속에서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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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Animation through the lens of Navarasa

움을 포착한다. 이 이야기는 이누이트 족의 전설을 각색한 것으로, 이누이트 족의 우주, 지혜, 삶의 방식 및 문화의

유리 놀슈타인 (Yuri Norstein)에 의해 복잡하게 구성된 작품으로, Adbhutam(아드브탐)을 예증적으로 사용한 영

필수적인 부분을 전한다. 차분한 어조의,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연상하게 하며, 올빼미와 거위 사이의 불운

화는 "안개 속의 고슴도치" 이다. 고슴도치는 곤충, 달팽이, 반딧불 같은 우호적인 생명체, 그리고 박쥐, 기이한 올

한 사랑의 관계를 포착하고 있다. 이누이트 족에게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는 것은 고뇌와 파괴로 끝날 수밖에 없다.

빼미와 같은 위협적인 생명체들, 그리고 방목된 아름다운 말 같은 생명체를 교대로 만난다. 그러는 동안, 우유 빛

문화적, 자연적 장애물을 건너는 것은 숙명을 자초하는 것이고, 결국 절멸에 이르게 된다. 올빼미와 거위는 크게 다

안개 속 저 멀리, 곰이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 농후한 분위기의 영화는 복잡한 시각적 은유로 이야기한

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하나로 뭉친다. 그들은 생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예견

다. 정교하게 그린 캐릭터와 여러 투명판을 겹친 기법으로 그린 배경 이미지로 감성을 증폭시킨다. 안개는 은폐함

할 수 있는 파멸로 꾸준히 표류할 뿐이다. 이누이트의 세상에서 생존은 자연의 규칙에 순종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과 동시에 드러내며, 다시 은폐한다. 여기서 신비는 깨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고슴도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좋은 생존 전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

치는 딸기잼이라는 익숙한 소재, 익히 알고 있는 것과 인연을 맺고 안락함을 찾는데 집착한다. 그 과정에서 고슴도

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특출한 사운드 트랙은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를 더욱 강화해 준다. 이야기 속에서 이뉴이

치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마주치게 된다. 그에게 위안이 되고 그를 안심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트 여성들은 인간의 성대로 새들의 소리를 낸다. 아이들이었을 때, 이 여성들은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다녔고, 사냥

도움을 주려는 친절한 생명체와 친구의 목소리이다. 이 이야기는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 삶과 죽음, 좋고 나쁜

터에서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내며 동물을 유인해 아버지를 도왔다. 목소리는 새와 인간적인 면모를 다 가진다. 때로

것,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 정반대의 모든 것, 돌아가고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에는 공허함과 무

는 고난에 빠진 숨소리처럼 들리고, 헐떡이고, 휘파람 같고, 부엉이 울음 같고, 졸졸거리고, 한숨 쉬고, 호출하는 소

수한 놀람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저기에 속한 존재, 그리고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 별이 있다. 이 영화는 우리의 존

리다. 소리는 항상 감정이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긴급하고 때로는 체념하고, 그러나 완전함이 항상 강

재에 관한 수필이다. 이 수필에는 우주의 광대함에 비춰 취약한 인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훌륭한

렬하다. 깊은 감정을 울리고 진정한 라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리이다.

힘,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찾으려는 우리 자신의 작은 시도, 우리가 속한 이곳과 현 시간을 의미 있고 안전하게 하
려는 노력이 있다. 그리고 이 수필 속에서 인생은 별을 센다. 그것은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 놀랄 만한 미지의 광대

애니메이션은 항상 Hasya Rasa (하스야 라사) 즉 유머와 풍자를 동시에 포용하는 매체였다. 1948년 아이콘 "로드

함을 이해하기 위한 행위이다.

러너" 시리즈는 이런 사실을 잘 증명하는 작품이다. 라사는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매체는 상
상할 수 있는 유머의 모든 색조와 음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형되는 것처럼 보인다. 애니메이션에서 유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을 불편한 공간으로 데려갈 수 있으며, 금지된 경계를 넘나들도록 도와 주기도 한다. 루스

머는 우스꽝스럽고 우스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관념만으로 늘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신 매번 자체의 임계

링포드(Ruth Lingford)의 "죽음과 어머니"는 Bhayanakam(바야나캄)의 라사를 묘사하는 어두운 영화이다. 쌀쌀한

값을 가진 새로운 세계가 생긴다. 그리고 관객은 특별한 Hasya Rasa(하스야 라사)의 표현을 통해 이 새로운 이 세

겨울 밤, 엄마가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사신이 찾아와 문을 노크한다. 엄마가 추위에 떠는 방문객을 위해 따

상의 법칙에 자신을 맞춘다. 이때 Harya Rasa(하르야 라사)가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른 쪽에 있는

뜻한 음식을 주려고 돌아선 순간 아이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녀는 달려 나가 이곳저곳 아이를 찾지만, 어

진리 속으로 그들을 자발적으로 끌어넣는다. 이것은 아무리 묘한 음영에서도 상상이 가능하며, 그래서 예상과 다

두운 숲이 그녀의 아이와 방문객을 흔적도 없이 삼킨 듯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부위들을 협상의 대가로 지불

른 경험, 아이러니, 가슴에 와 닿는 경험, 슬픔, 반성, 쓰라림, 기쁨의 경험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웃음도 가능하다.

하며 아이가 납치된 장소의 단서를 밤새도록 찾아 나선다. 마침내 그녀는 사신을 만난다. 그리고 아이를 돌려 달라

"로드 러너" 시리즈는 Hasyam(하스얌)의 본질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간단한 전제가 끝없는 변화를 허용하는 강

고 요청한다. 사신은 먼저 그녀가 아이를 찾기 위한 단서를 흥정할 때 호수에 건낸 눈을 돌려준다. 그녀는 잃어버린

력한 테마를 만들어낸다. 와일 E 코요테 (Wile E Coyote)는 적대자 주인공으로 하나가 되어, 계속 뛰어다니다, 미

시력을 회복한다. 사신은 그녀에게 거울을 보여준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두 아이의 운명을 보게 된다. 하나는 축복

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 로드 러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등,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끔찍한 것이었다. 죽음은 그녀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두 운명 중

때문에 스스로 쓰러지기도 한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 악의적인 테마가 자리를 잡으면서, 유머는 전적으로 이 사안

어느 것이 그녀의 아이가 처한 운명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운명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운명

에 기반을 두게 된다. 이야기 속의 반전은 쫓기는 자는 항상 쫓는 자 보다 우위에 선다는 사실이다. 코요테의 운명

이 정해준 피할 수 없는 길을 택한다. 그녀는 자신이 애지중지 돌봤던 아이를 포기한다. 사신은 어머니를 강변에 남

은 항상 로드 러너에 의해서 능욕을 당한다. 그는 실패할 운명을 피치 못하고, 종종 자신이 정교하게 고안한 함정에

겨둔 채, 아이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난다.

스스로 빠진다. 이 시리즈의 성공은 일관성에 있다. 모든 시리즈가 그 만의 특징을 띠고 있다. 감정은 극단적이며

루스 링포드 (Ruth Lingford)는 저명한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Hans Christian Andersen)의 동화와

항상 암울한 경계선으로 치닫되, 조용히 표현된다. 환상적으로 재미있고 끝이 없는 이 마임(어릿광대)에서 몸과 얼

독일 화가 카테 콜비츠(Kathe Kollowitz)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통해 강렬한 인상의 작품을 만들었다. 또

굴, 제스처와 소도구만이 사용된다. 사악한 계획은 끊임없이 실패한다. 그것은 항상 들뜬 광경을 낳는다. 관객은 스

한 그녀는 애니메이터로서 자신의 깊은 통찰력을 함께 엮었다. 안데르센의 작품은 특이한 의인화, 풍유, 판타지, 민

토리의 전개를 항상 알고 있다. 관객의 환희는 스토리에 놀라울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속 및 어두운 반전이 특징이다. 그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그의 작품을 형성했다. 작품 속의 강렬한 정서적

공은 항상 로드 러너를 잡으려 시도한다. 그리고 실패한다. 시도와 실패의 방법이 무한하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

콘텐츠에는 자신에게 동화를 쓰고, 꼭두각시 연극을 주선하도록 권유한 부모의 영향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링포

런 것들은 극도로 영리하게 전개되고 시간도 잘 맞춰져 있다. Hasyam(하스얌)은 애니메이션이 구현할 수 있는 가

드의 작품에 강렬함을 더해주는 것은 완전한 흑백 이미지다. 영화는 바이올린 소리가 간혹 긴장감을 자극하며 끊

장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다.

어졌다 이어질 뿐, 침묵이 연속된다. 그럼에도 그 웅변력은 실로 감동적이다. 시각 영상은 컴퓨터에서 직접 그린 것
으로, 독일 판화가이자 조각가인 카테 콜비츠(Kathe Kollowitz)의 목판화를 금방 연상시킨다. 그녀의 작품 또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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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녀의 작품은 처음에는 자연주의 후기의 표현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녀는 사회

는 것이다. 그들은 감정이란 수단을 통해 atman(아트만) 혹은 영혼을 들여다본다. 라사는 창의적인 예술의 목표이

주의 경향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인간이 처한 형편을 기록했다. "죽음과 어머니"는 많은 실들이 다

며, 이는 애니메이션 의 지배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일깨우는 것이며, 관객들이 경험하는 지

양하게 합병되고 연결된 것이다. 각 실들은 애니메이션에 깊이 뿌리 내려있다. 이 실들은 강렬한 인생이 이 영화 속

배적 감정은 실제 세계에서 발생되는 감정과 사뭇 다른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라사는 미적 즐거움에 의해 변모된

에 넓고 깊게 흐르도록 조성한다. 이렇게 볼 때 "죽음과 어머니"는 영원한 고전이 될 것은 당연하다. 이 깊은 슬픔의

원형적 감정이다.

여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강변에 홀로 남게 된다. 그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참기 힘든 슬픔을 언제나 강물에 수장시
킨다. 그들은 운명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의 무력감을 고통스럽게 깨닫는다.
Bibhatsam(빕핫삼)은 캐롤린 리프(Caroline Leaf)의 영화 “미스터 삼사 변신”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요소로 프란
츠 카프카의 문학 작품 "변신"에 근간을 둔다. 방문 세일즈맨 그레고르 삼사 (Gregor Samsa)는 어느 날 일어났을
때 자신이 거대한 괴물 벌레로 변신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일하러 갈 수도 없고,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가족은 그가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방에 가둔다. 그레고르는 탈출하지만 아버지에게 쫓기
고 심지어 공격 당한다. 그렇게 등에 상처가 벌어진 채로 남겨진 그는 더욱 역겹고 불쌍한 존재가 되지만, 그보다
더 한 고통은 그레고르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일 것이다. 모래를 사용한 이 애니메이션은 허약한 가족의 역학 구
조를 보여준다. 가족간의 불안한 관계가 드러나고 단번에 그가 혐오스럽고 애처로운 존재가 되는 지점에서 연민과
역겨운 감정이 교차하게 된다. 시청자는 즉시 초현실적인 사건을 접하고, 거부감에 사로잡히며 또한 슬픔에 빠진
다. 이 초현실적인 사건은 가족 관계의 기류를 박탈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다. 영화는 등장인물의 변화를 통해 격
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등장인물은 짧은 영화시간 속에서 온갖 변화를 겪는다. 그레고르의 곤충 아바타는 시
각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가족들이 가면을 벗고 곤충과 똑같이 반란 한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여기서
영혼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된다.
Raudram(라우드람)은 상징적인 영화 Neighbors(“이웃들”)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중심점이다. 분노는 우정, 삶,
인류를 파괴하는 방아쇠다. 결국 죽어 서야 Shantam(샨탐)이 있다. 평화란 분노가 사라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
1952년에 만들어진 “이웃들”은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이웃은 집 사이에서 꽃이
만발하게 피자, 서로 꽃을 탐한다. 괴물 같은 탐욕은 서로의 가족, 재산 및 궁극적으로는 자신들까지 파괴하기에 이
른다. 연출에 사용된 정지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희극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비극적이다. 캐릭터와 물체는 그림 고
치듯이 조절 된다. 이 영화는 50 년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60 년대에는 인도 버전도 제작되었다. 분노의 파괴
적인 힘은 연극 방식으로 묘사되었다. 주인공들은 마침내 비인간화 되지만, 결국 자신의 폭력에 굴복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면을 쓰고 있다. 평화는 결국 두 이웃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나란히 묻혔을 때 실현된다. 그 한 송이 꽃은
두 송이로 분리되고 이내 두 무덤 모두에 평화의 상징으로 자라난다. 나바라사의 렌즈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볼 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애니메이션 작품의 라사 또는 미적 취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기본 목
표는 경이와 행복이 평행한 현실로 관객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시청자들은 의식의 본질을 경험하고 더 깊은
도덕적, 영적, 철학적 의문을 반추할 수 있다.
라사는 인도의 예술, 즉 댄스, 음악, 연극, 회화, 조각, 문학의 기초다. 모든 예술을 포괄하는 매체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이다. 해석과 구현 방법은 저자, 개인의 창조적 진화 과정, 학파와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사는 애
니메이션 작품의 영혼이다. 라사의 즐거움은 음식을 맛보는 것에 비유된다. 따라서 라사는 맛, 적절한 준비 및 재료
의 품질에서 비롯된다. 라사는 애니메이션의 감정적인 색깔에 따라 다른 색을 입는 자아 즉 atman(아트만)의 보편
적인 행복이다. 제작자에게 애니메이션은 자기를 정제하는 것(아트마 스므스크리티, atma smskriti)이다. 숭배자는
움직임, 이미지, 퍼포먼스, 팔레트, 기교를 이용하여 자아를 창조한다. 수용자들에게 애니메이션은 여행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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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expresses and kindles emotion powerfully and can be even more engaging than live action.

Veeram, Adbhutam and Shantam.

Feeling makes up for realism, beginning with nothing one can, with animation, develop into almost

Shringara portrays love, romance, attractiveness, beauty, devotion and friendship it is associated with

anything. Absolute amplification of the whole gamut of emotions is possible, as also an astonishing

Vishnu and the colour green. Hasyam depicts a smile, laughter, mirth, humour and is associated with

number of actions and any kind of environment. Technology today has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deity Pramata and represented in white. Raudram represents anger, fury, violence, wrath and

ambiance, character and movement to convincingly provoke emotions. Stories no longer have

evil and is associated with Rudra and the colour red. Karunyam evokes empathy, sadness, sympathy,

confines; imaginings can materialize in any form through animation.

mercy, anguish, suffering, loss and compassion and is associated with Yama and the colour Grey.

Technology notwithstanding, animation inherently possesses the power to enhance and exaggerate

Bibhatsam expresses disgust, aversion, or the experience of something nasty, it is connected to

and be believable if one can be enticed across the threshold of reality and the known world, into the

Shiva and blue. Bhayanakam stands for terror, anxiety, and premonition of evil, death; it is associated

constructed one. As in a dream world, animation doesn’t allow for questions and skepticism. It takes a

with Kala Ratri and black. Veeram is attributed to heroism, valour, bravery, confidence, being noble,

leap of faith into untried and unimagined ecospheres of narratives that have their own rubrics, reason

it is associated with Indra and saffron. Adbhutam is a sense of the marvelous, awe, magical divine

and wisdom; inhabited with characters that may not be human or follow commandments of reality.

intervention, mystery, wonder, amazement and is connected to Bhrama and yellow. Shant, portrays

Yet they can powerfully draw out the most convincing emotions.

peace, bliss tranquility, resolution and is connected to Vishnu and pure white.

The Natyashastra an ancient Indian treatise on the arts was written by Bharata Muni and has greatly

Elucidation and realization of Rasa may differ by way of regional creative development, different

influenced dance, music, painting, theatre, sculpture and literary traditions in India. It talks of the

schools, styles and the art itself and the forms it takes.

aesthetic theory of Navrasas or the 9 emotions as the primary pivot of art. Rasa is the aesthetic flavor
in a work of art that evokes emotion. Rasa is described as liquid, extract, flavor, taste, essence, self-

Expressing Rasa in classical indian dance such as Bharatnatyam, Kathakali, Kuchipudi, Odissi,

luminous consciousness, quintessence, juice. Its goal is to enable aesthetic experience and convey

Manipuri, Kudiyattam etc, is Rasa Abhinaya. Rasas are evoked through many means-facial

emotion.

expressions, gestures and movement.
Kathakali, Kudiyattam have extremely exaggerated theatrical expressions.

The aim of art is manifold- to entertain is an outcome but the goal is to create rasa to lift and transport

Some others are more subtle and understated. There is a rich variation of tone in emotion.

the audience to an expression of ultimate reality and divine values, the success of a work is in its skill
to get the audience absorbed and immersed with pure Rasa experience. The arts are the refinement

Rasa in literary composition is dependent on what is stated and how it is stated, words, grammar,

of the self, Atma Smskriti, and the worshipper restructures the self in the act of making or taking the

rhythm, the form, suggested meaning and experience of these.

work.

In Sculpture and architecture rasa theories drive the forms, shapes, arrangements, design and
expressions in images and structures.

The theory also asserts that the primary goal of art is to transport the viewer into a parallel reality,
full of astonishment where she experiences the essence of her own consciousness and reflects on

Rasa has been an important influence on Indian cinema. With its often exaggerated characters,

spiritual and moral questions. These are the emotions, moods or sentiments that reflect life.

dramatic plots and intense and larger than life characters, each film draws upon several emotions
within a single story.

Each Rasa is codified and associated with a color and a deity. The interpretation of each rasa may
vary with regional and formal evolution. The success of a piece is measured by how the audience is

In Indian classical music each raga is for a specific mood, this is the Rasa the musician creates in the

emotionally absorbed into the art and the immersive quality of the rasa experience. The experience

listener; predominantly Ragas invoke one of six Rasas, love, compassion, peace, heroism, wonder and

recalls emotion as experienced in real life but has a different, transfigured, enhanced aesthetic quality.

the comic.

Rasas can be evoked through several means; facial expression, hand gestures, colour, mood etc.

Anger, disgust fear are part of the dramatic traditions.

A methodized language as in Indian classical dance or classical music, creates a rasa in the viewer

In music love has different shades- sringara or erotic love, bhakti or spiritual, devotional love.

or listener. The nine Rasas are Shringara, Hasyam, Raudram, Karunyam, Bibhatsam, Bhayana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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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ed films evoke a particular Rasa or an overarching emotion through their themes, storytelling,

1948 Road Runner series is an enduring testimony to this. This Rasa comes with great ease to

treatment, unfolding, imagery, sound, music, time, movement, atmosphere and characterization.

animation and this medium seems to bend in whichever way to accommodate every hue and shade

Often these Rasas intersect or complement each other while residing within a single artifact, adding

of humour that can be imagined. Humour in animation does not always rely on common notions

even greater dimension to the experience of the viewer.

of what makes things funny and laughable, instead each time a new world with its own threshold is

Animation especially, tends to create unknown worlds which are negotiated by the viewer via the

created and the audience tunes in to the laws of this world via the rendering of this particular Hasya

strong emotional connect that is established very quickly, the worlds though unfamiliar seem to draw

Rasa which enraptures and captivates and draws one willingly into the truths that lie on the other

the audience by means of potent rasa content keeping them within the narrative circle of the artifact

side. These could be in any shade imaginable and the laughter following the experience could be wry,

and allowing for immediate understanding of the laws of the world of the film. The Rasa contained

ironic, hearty, sad, reflective, bitter, happy.

within the animation is also highly concentrated and condensed taking the energy of the emotion to

The Road Runner Show is the quintessential embodiment of Hasyam. The premise is simple yet

a peak. The involved storytelling could have layers and subtexts allowing the audience to continue to

makes for a strong theme that allows for endless variation. Wile E Coyote is both the antagonist and

unpeel the narrative further each time it is viewed, triggering rich and newfound experiences.

the protagonist rolled into one, ever stepping and sliding and falling over his own schemes, to try

The Owl Who Married A Goose epitomizes Sringara Rasa, while also portraying vignettes of Karunya

and trap the elusive Roadrunner. A wicked take on the cat chases mouse theme, the humour is built

and Veer Rasas in a nuanced love story. Love can never be easy; it is fraught with sorrow and deep

entirely on this agenda. The twist in the tale is that the pursued always has an edge over the pursuer.

disappointments and untold hardships, unspoken sadness and unknown and unsure futures. Love’s

The coyote’s lot is to always be outsmarted by the roadrunner, his destiny is to fail, often he falls into

journey can only be traversed by the intrepid devotee. Yet this pain is not without great beauty and

his own elaborately devised traps. The success of this series lies in its consistency, everyone is always

immense enrichment making the almost certain doom seem immeasurably worthwhile. Caroline

in character. The emoting is extreme and is always dark edged and expresses wordlessly. The body

Leaf’s 1974 film captures love’s heartbreaking beauty in a manner devoid of any melodrama, only a

and face, gesture and props are the sole instruments in this fantastically funny and endless mime.

vast encircling quietude and a compelling sense of heroic inevitability.

The ever-failing wickedness makes for a consistently hilarious spectacle. The audience is always in

This tale is adapted from an Inuit legend, a story that is an integral part of the Inuit’s universe, wisdom

the know and the mirth is in the fact that there are really no surprises yet the infinite variety of ways

and way of life and culture. Told in the gentlest of voices this evocative film captures the ill-fated love

of always trying and failing to get the roadrunner makes for the extremely clever and well-timed wit.

relationship between an owl and a goose. To the Inuit, bending nature’s ways can only end in anguish

Hasyam seems to be the most natural emotion Animation can embody.

and destruction. Crossing cultural and natural barriers tempts fate and leads to annihilation. The owl

A film that exemplifies Adbhutam in an intricately woven piece by Yuri Norstein is The Hedgehog In

and the goose have vastly different ways, their love brings them together and they share their lives

The Fog. The Hedgehog alternately encounters friendly creatures like the insects, the snail, fireflies

only to drift steadily towards clearly foreseeable ruin. In the world of the Inuit survival depends on

and menacing ones like the bat, the strange owl and then the ethereal horse grazing close by. All the

obeying nature’s rules. Aspiring to be someone you are not cannot be a good survival strategy and so

while, the milky fog resounds with the faraway calls of the bear looking for his friend.

the story can only have a tragic ending.

This is a highly atmospheric film, told in a language of complex visual metaphors. The multi plane,
layered animation, along with the exquisitely drawn characters and backgrounds amplify the emotion.

The exceptional soundtrack intensifies this poignant tale where Inuit women have used their voices

The mist at once conceals and reveals and conceals once again, the mystery very much unbroken and

to mimic sounds made by the birds. As children these women accompanied their fathers when they

intact. The hedgehog, like us all, desperately hangs onto the familiar in the form of the bundle of jam,

went hunting and helped them by imitating animal sounds to attract them within hunting range. The

his connection and comfort with the known, while he steps across the threshold into the blinding fog.

voices are birdlike yet human too and sound at times like laboured breath, panting, whistles, hoots,

The helpful friendly creatures and the voice of his friend are his only consolation and reassurance.

gurgles, sighs and calls. The sounds are always deeply emotive, sometimes pained, sometimes urgent,
sometimes resigned, but always tremendously potent in their starkness and capable of echoing deep

This is a story about the familiar and the unfamiliar, of life and death, of good and bad, of that which

emotion and evoking true Rasa.

is known and unknown, of all the diametric opposites, of going and coming back. Of the void and the
countless surprises it may contain. Of things that belong here and there, and then of the stars that

Animation has always been a medium that welcomes Hasya Rasa or humour and satire. The ic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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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ilm is an essay on our existence- our fragility in the vastness of the universe, the many good

human condition.

forces that work towards protecting us and our own small attempts at finding our place, trying to

Death and The Mother is therefore the amalgamation of such diverse yet connected threads, each

make our here and now meaningful and secure. And of counting stars together to try and make sense

entrenched very deeply in the animation while bringing subtly to the film an undercurrent of the

of the immensity of the astonishing unknown that engulfs us.

depth and breadth of these strong lives. It is then no wonder then that Death and The Mother would
be a timeless classic, taking the viewer through this deeply mournful journey to leave one at the

Animation can take you to discomforting spaces, carry you across forbidden thresholds and then

edge of the river, to perennially drown in the unbearable sadness of losing a child, painfully aware of

leave you there to grieve. A dark film that portrays the rasa of Bhayanakam is Death and The Mother

powerlessness against the will of fate.

by Ruth Lingford, a powerful telling of Hans Christian Andersen’s tale, The Story of a Mother.

Bibhatsam is the overarching emotion in Caroline Leaf’s film Metamorphosis of Mr Samsa, based
on Franz Kafkas literary work Metamorphosis. A traveling salesman, Gregor Samsa wakes up one

Death comes knocking at the door one icy wintry night while the mother tends to her sick child.

day to find he has metamorphosed into a giant, monstrous insect. He can no longer go to work and

The moment she turns to bring the cold visitor something warm her child is whisked away into the

pay his fathers debts. Once the family realizes he is useless to them he is locked away in his room.

darkness. She runs out looking everywhere for her child. The dark woods seem to have swallowed

He escapes and is chased by his father and even attacked, leaving him with a gaping wound in his

them without a trace.

back, he becomes all the more repulsive, pathetic and disgusting but what is even more disgusting

She journeys through the night negotiating her way by paying a price, each time giving something of

is the attitude of the father and his treatment of Gregor. The sand animation brings to the fore

herself to find more clues to where her child has been taken.

the great discomfort in the ghastly transition and the fault lines in the fragile family dynamics. The
feeling of pathos and repugnance intersect in this highly nuanced film where one is at once repulsed

Finally she meets Death and asks for the return of her child, Death first gives her the eyes she had

and saddened by the surreal turn of events which trigger the stripping of the undercurrents in the

given up to the lake for the sake of her child and she regains her lost vision. Death holds up a mirror

uneasy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The film powerfully conjures the emotion of revulsion via the

to her and in it she sees the fate of two children- one blessed and one terrible. Death asks her to

characters and the changes they all go through within the short span of the film. The insect avatar of

choose one. Not knowing which of the two fates belongs to her child and realizing that she cannot

Gregor is only a visual one while the rest of the family too is unmasked and one begins to see the dark

fight destiny, she then hands back her child who she has been cradling protectively, ultimately only

side of their souls which are equally revolting.

choosing what is ordained and cannot be altered. Death moves on in a boat with the child, leaving the

Raudram is the pivot upon which the events in the iconic fim Neighbors was built. Anger is the trigger

mother at the edge of the river.

that destroys friendships, lives and humanity. In the end only in death there is Shantam, peace can
be had only when anger dies. Neighbors was made in 1952 and had a strong anti-war, anti-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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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h Lingford chooses to bring together in this powerful film the writing of Hans Christian Andersen,

message, two people living next to each other covet a flower that sprouts right between their two

the celebrated author of children’s tales and visuals reminiscent of the work of the German artist

homes, their monstrous greed leads to both violently destroying each other’s families, property and

Kathe Kollowitz. This she weaves together with her own deep vision as an animator.

ultimately themselves. The stop frame animation used was at once comic and tragic, the characters

Andersen’s writing is characterized by unusual personifications, allegory, fantasy, folklore and

and objects were manipulated in a manner one would with drawings. The film created a huge impact

shadowy twists. His own difficult childhood shaped his work; the strong emotional content harking

in the 50s. In the 60s an Indian version was also made. The devastating power of the emotion of anger

back to influences from his parents who encouraged him to compose his own fairy tales and arrange

is portrayed in a theatrical manner, the protagonists finally even becoming dehumanized masks

puppet theatre shows.

before they finally succumb to their own violence. Peace comes as a realization at the end when both

Bringing great intensity to Lingford’s work are the stark black and white images that make this

are buried in neighboring graves within a single fenced area and the flower divides itself to grow on

film eloquent inspite of the silence, punctuated hauntingly by the strains of the violin. The visuals

both graves in a symbol of peace.

are drawn direct to the computer and remind one immediately of the woodcuts of the German

Looking at animation through the lens of Navarasa underlines the fact that it is the Rasa or aesthetic

printmaker and sculptor Kathe Kollowitz. Her work was powerful and grounded in naturalism and

flavor in the animated artifact that evokes emotion

later in expressionism. She was strongly influenced by her socialist leanings and chronicled the

The primary goal of animation is to transport the viewer to a parallel reality of wonder and bl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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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 of Moving Pictures, About the Genre Libera

tion and Possibilities of Animation

to experience the essence of consciousness and reflect on deeper moral, spiritual, philosophical
questions.

강연자 소개│Speaker

Rasa is fundamental to Indian arts- dance, music, theatre, painting, sculpture, literature and the same
holds true for animation, a medium that has encompassed all the arts.

Moving Picture의 시대,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해방과 가능성에 대해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may differ by way of authorship, individual creative evolution,

The age of Moving Pictures, About the Genre Liberation
and Possibilities of Animation

different schools and styles. Rasa is then the soul of the animated piece.
Enjoyment of Rasas is likened to savouring a meal, rasa comes from the flavours, proper preparation

송경원 SONG Kyongwon
씨네21기자 (Journalist, CINE21)

and quality of ingredients. Rasa is universal bliss of the self or atman, coloured by the emotional tone
of the animation.
To the maker animation is the refinement of the self, atma smskriti, the worshipper recreates the self,
by way of movement, imagery, performance, palette, technique. To the taker it is an experience of this
journey and a glimpse into the atman or the soul via the vehicle of emotion.
Rasa is the goal of any creative art, it evokes elemental human emotions that form the dominant note

2009년 씨네21 영화평론상을 수상하며 영화평론가로 데뷔했고 2012년 동국대 영상대학원 영화이론 박사과정을

of an animated piece, and the dominant emotion as experienced by the audience has a different

수료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총무간사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부산일보 영화상, 부천국제영화제, 서울국제애

quality from that which is aroused in real life. Rasa is thus the original emotion transfigured by

니메이션영화제 등의 여러 영화제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2013~2017년까지 인디다큐페스티발 프로그래머로 활동

aesthetic delight.

했다. 현재 씨네21 영화기자로 근무 중이며 유투브 영화채널에서 영화리뷰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뿐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비평도 함께 병행 중이다.
SONG Kyongwon debuted as a movie critic by winning the Cine21 Film Criticism Award in 2009 and
completed his Ph.D. in school of Film Arts at Dongguk University in 2012. He served as the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Korea Film Critics’ Association and was a judge for vari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Busan Daily Film Awards, Buche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Seoul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in 2011. He also worked as a programmer at the Indi-documentary Festival from
2013 to 2017.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Cine 21 Film journalist and is carrying out a movie review
program at a Youtube movie channel. He writes criticism not only movies, but also of games and
animations.

060

2018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ASIA ANIMATION FORUM 2018

061

PROGRAM 01│공감의 미학 The aesthetics of empathy

Moving Picture의 시대,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해방과 가능성

에 대해

The age of Moving Pictures, About the Genre Libera

tion and Possibilities of Animation

2015년 87회 아카데미 시상식 오프닝 공연은 할리우드 영화의 역사와 목적,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총체

영화의 상업적 그늘에서 할리우드가 선택한 길은 관객이 영화의 몰입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환영을 극대화

적으로 압축한 무대였다. 스크린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사실적인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곤 했던 할리우드

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었다.

영화의 ‘표현주의’는 영화의 역사에서 한 축을 담당해왔다. 거기에 잭 블랙이 무대에 난입해 중국 자본의 유입, 히

한편 할리우드가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지각적 리얼리즘에 다가간다면, 뤼미에르의 후예들은 사진적 영상의 존재

어로 무비의 성행, 휴대폰 위주의 영화제작 등 할리우드가 직면한 문제들을 꼬집는 부분은 어떤 비판적인 요소도

론에 입각하여 '그것이 거기에 있었음'을 부각시켜왔다. 고다르가 점프 컷으로 끊임없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 것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버리는 자본의 왕성한 소화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 진정 흥미로운 것은 영

처럼 영화에 빠져들지 않고 거리를 둔 채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환영으로서의 영화에 몰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진행자 닐 해리슨은 영화를 ‘Moving Picture'라고 지칭하며 “스크린의 수많은 픽셀들, 영

영화를 보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시키는 영화들은 영화만의 리얼리즘을 구축해왔다. 이것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화는 허구일지 몰라도 인생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노래한다. 영화는 종류와 목적,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기도 했다. 하지만 할리우드 상업영화가 목표로 해왔던 표현주의는 이와는 다른 길을 걷는

용어로 불린다. 제작현장에서는 주로 필름(Film), 배급과 상영 단위에서는 주로 무비(Movie), 작가주의 예술영화

다. 영화가 재현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환상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축적한 일상의 경험에서 출발하며 그

들은 영화적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권의 영향을 받아 대개 시네마(Cinema)나 키노(Kino)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할

보편성에 기대고 있다. 결국 재구축된 허구의 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현실에서 비롯된 지각과 경험이다. 할

리우드가 앞으로 부르고자 하는 ‘Moving Picture'라는 용어에도 그 목적과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리우드 영화는 관객의 체험에 리얼리티라는 육체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지각적 리얼리즘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

Moving Picture가 영화의 어떤 미래를 상상하며 기획된 표현인지 살펴봄으로써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경계가 어떻

으로 발전해 왔다. 완벽한 가상 리얼리티를 향해서 관객의 몰입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영화적 환

게 무너질 수 있는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영의 본령인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할리우드 영화의 방식, 그러니까 환영을 통해 감각을 일깨우는 건 애니메이션이 지향했던
목표이기도 했다. 멈춰진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마법이야말로 애니메이션의 힘이다. 그리고 오늘날 표현주의 영화

애니메이션은 영화의 하위 장르인가.

의 정점, 혹은 애니메이션과의 교차점에 CG가 자리한다. CG의 발전은 영화가 가진 사진이라는 우월적 지위, 그것
이 거기에 있었음의 권위를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린 것과 찍은 것의 차이, 대상이 카메라 저편에 있고 없음의 구분

존 파브르가 감독을 맡은 디즈니의 실사영화 <정글북>(2016)은 신선한 시도와 난감한 질문을 동시에 안겼다. 원작

이 둘 사이 견고한 장벽으로 우뚝 솟아 있었지만 컴퓨터그래픽(CG)이 등장한 이래 이 경계는 하루가 다르게 얇아

애니메이션을 실사화 한 이 영화는 모글리 역의 닐 세티 한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CG로 그려냈다. 아마도 동물들

지고 있음을 느낀다. 한동안 CG는 그리는 것과 찍는 것 사이 경계를 허물기보다는 완충재 역할에 가까웠다. ‘애니

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또는 이 모든 것이 CG로 이뤄진 세계라는 가열찬 홍보가 없었다면 이 동물들

메이션/영화’의 구분이 ‘애니메이션/CG/영화’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면 적당할 것이다. 초반에 CG는 어디까지나

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영화 속에선 오직 배우의 목소리

그리는 것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사람들의 눈은 사진의 사실성과 CG의 과도한 정교함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

만이 흑표범 바기라, 호랑이 쉬어칸, 곰 발루, 뱀 카아가 사실 그려진 존재라는 것을 구분하는 확실한 지표로 작동

다. 소위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라고 부르는 낯섦, 머리로 계산하고 그려낸 것의 이질감은 ‘찍은 영화’의 위

한다. 가령 오랑우탄 킹 루이의 명령을 받는 원숭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데, 말을 금지당한 동물들의 모습은 거의 완

상을 도리어 견고하게 만들어줬다.

벽히 우리가 자연다큐멘터리에서 보던 동물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요컨대 현재 CG기술은 제한적으로는 실사영화

CG가 카메라의 물질성을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것이란 믿음은 한편으론 필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

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묘사가 가능한 영역에 도달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한다. CG로 그려낸 <

한 반작용처럼 보인다. 여기선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거라는 두려움과 유사한 종류의 냄새가 난다. 혹은 비디

정글북>은 영화인가, 애니메이션인가. 좀 더 정확히 구분하자면 라이브 액션 시네마인가, 그래픽 시네마인가. 이에

오가 라디오를 죽이고 말 것이라는 공포. 뉴미디어가 올드미디어를 밀어내는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선 각각의 용어들의 역사와 기원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겠다. 그려진 것(CG)이 찍는 것(필름)을 대체해나갈 때마다, 존재를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새로운 기술에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한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실은 오랜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실사영화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비디오는 라디오를 끝내 죽이지 못했다. 뉴미디어의 속

(라이브 액션 시네마)의 리얼리즘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애니메이션을 영화의 하위 장르로 위치시키고자 했고 필

성은 올드미디어를 차용하고 모방하되 점령하진 않는다. 언뜻 섞이고 반발하는 듯 보이는 두 매체는 사실 경쟁관

름과 그래픽을 구분지어 왔다. 반면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보자면 애니메이션이 영화의 상위 개념으로 자리매김 할

계가 아니다. 어느 특이점을 지나면 별개의 영역에서 각자의 색을 강화해나가기 시작한다.

수도 있다. 용어 그대로 ‘살아움직인다’는 명제를 단지 사진으로 구현한 것이 영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 그
래픽의 등장으로 찍는 영화와 그리는 영화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장르적 관점에서의 애니메이션은 바야흐로 해
방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CG영화의 탄생, Moving Picture의 시작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화의 역사에서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를 구분 짓는 건 사진적 존재에 근거를 둔 리얼리즘

062

이었다. 영화가 탄생한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와서 '영화란 무엇이다'라고 한 마디로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

공연, 게임 등 이야기를 다루는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영화는 실제를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방식과 구분된

하다. 영화사 초기부터 존재해온 뤼미에르의 광경들과 멜리에스의 환영이 달리는 평행선은 서로 영원히 교차하지

다. 영화는 사진에 근간을 두고 실제를 광학적으로 투사하여 현실을 포착한다. 포토그래픽이란 찍는 순간 그것이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을 재현한다는 영화의 믿음 아래 서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멜리에스가 지향한

거기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물리적인 차이다. 굳이 믿음이라고 표현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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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01│공감의 미학 The aesthetics of empathy

Moving Picture의 시대,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해방과 가능성

에 대해

The age of Moving Pictures, About the Genre Libera

tion and Possibilities of Animation

포토그래픽이란 것이 이젠 정말 믿음이라는 심리적인 차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CG의 등장 이래 물리적으로

영원히 메워질 수 없을 거라던 언캐니 밸리는 오늘 날 사실 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

찍는 영화와 그리는 영화의 경계는 한없이 얇아지고 있고 이제는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까지 도달했다. 단

된 애니메이션이 언캐니 밸리를 극복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날 CG는 현실

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능적, 효율적인 차원에서 CG를 동원하는 것도 상당수다.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일부

을 충실히 재현하는 대신 필름의 질감을 모사한다. 실제의 물리적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옮겨 오는 대신 필

러 아날로그 촬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미학적인 태도로 읽힐 정도로 ‘찍는 영화’에서 ‘그리는 영화’로 축이 이동

름이라는 필터를 통과했을 때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실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 구현하는 것이다. 초창기 필름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객이 영화를 본다는 인식의 근간은 여전히 필름에 있다.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

대한 모사는 이제 익숙함의 단계를 넘어 다음 영역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유인원 캐릭터

리가 실사라고 받아 들여 온 영상, 혹은 믿어온 질감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결정한다. 주연배우 한 명을 제외하곤

시저를 창조해낸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2011) 시리즈가 있다.

전부 CG로 그려진 <정글북>(2016)이 편의상 영화로 분류되는 건 실사배우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CG가 필

<혹성탈출: 종의 전쟁>(이하 <종의 전쟁>)은 CG를 활용한 영화로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디디고 있다. 기술이 새로

름의 질감을 흉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미지를 새기는 도구가 광학적이고 화학적인 방식에서 컴퓨터의 연

워서가 아니다. 현재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CG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영역은 다름 아닌 인간의 얼굴이다.

산 형태로 변화했을 따름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건 여전히 (변형된) 필름의 이미지인 것이다.

공룡, 로봇, 동물, 미지의 생명체까지 무엇이든 재현할 수 있지만 인간만큼은 아직 언캐니 밸리(불쾌함의 골짜기)를

다만 개념은 흐르는 물처럼 변하고 용어의 사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쥬라기공원>이 나올 당시의

뛰어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빼어난 성취를 보인 CG영화들은 대개 우회로를 선택한다. 가령 <아바타>(2009)가

‘사실적’인 표현과 지금의 ‘사실적’이란 용어는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것이 되었다. 짧지 않는 세월 동안 CG의 변

자연스러운 건 나비족을 인간이 아닌 외계인으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동물을 의인화 한 존 파브르 감독의 <정글북>

화에 맞춰서 관객의 눈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어쩌면 우리가 필름 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진짜 필름의 질감

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을 닮은 대상을 선택해 이질감을 최소화한다. CG영화가 필름의

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요컨대 시각적인 차이, 질감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CG나 3D, VR 등

질감을 흉내 내는 것처럼 CG캐릭터는 인간을 똑같이 재현하는 대신 최대한 흉내를 낸다. <종의 전쟁> 역시 마찬가

새로운 기술을 동원한 영화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 해왔다. 지금 보고 있는 기술이 언젠가는 미래의

지다. 유인원이 아니라 인간을 재현한 CG라고 해도 지금처럼 몰입해서 볼 수 있을까. 앤디 서키스의 디지털 캐릭

영화가 될 것이라고, 미래에는 이런 영화들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걱정해왔다. 항상 그렇듯 미

터 시저의 연기는 한없이 사람에 가깝지만, 이는 달리 말해 결코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넘을 수 없는,

래는 예상보다 일찍 온다.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 할 때 그것은 이미 도착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저 익숙해지

혹은 넘지 않는 장벽의 존재는 관객으로 하여금 기술에 대한 경탄과 함께 안심하고 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영화에 목소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무성영화의 정돈된 문법과 미학이 제자리를

전장치가 되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실사화와 오늘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며 시도되고 있는 실사화는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야 할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질적으로 전혀 다른 작업이라 해도 무방하다. 사실 실사화라기보다는 ‘Moving Picture화’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

영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다. (물리적으로) 과거의 영화 역시 내가 목격

할지도 모른다.

하지 않았다면 아직 미지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초기 CG는 최대한 현실과 가깝게 모사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필름이 24프레임의 잔영이라면 디지털은 기
술적으로 그 몇 배의 프레임도 구현이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그때만 해도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

뤼미에르와 멜리에스의 교차점을 지나, 다시 출발하기

보량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여백을 통해 리얼리티를 재구축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 리얼리티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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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흉내 내는 작업이다. 지금부터 관객을 속이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라 생각해도 좋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된 애니메이션이 언캐니 밸리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식은 극복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다. <정글북>의 시각효과를 담당한 로버트 레가토는 특수효과의 본질이 ‘우리가 본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

런 영화들은 현실(혹은 현실을 찍은 필름)을 모사하는 대신 도리어 과장된 애니메이션의 속성을 부각시킨다. 대표

억하는 것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다고 했다. 핵심은 지각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선 CG 역시 여러 특수효과

적인 예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마이 리틀 자이언트>(2016)가 있다. <마이 리틀 자이언트>의 디지털 방식은 비

중 하나의 유효한 수단에 불과하다.

우고 벌리고 현실과는 조금 다른 톤으로 이질성을 드러낼 때 더 효과적으로 느껴진다. 이 방식은 ‘그려진 것’이라는

초기 CG가 정보량을 극한으로 채우는 것으로 사실에 가까워지려 했다면, 소위 퍼포먼스 캡처의 방향은 필름을 흉

인식을 일부러 배제하기보다는 하나의 표현방식으로 끌어안는다. 그 결과 애니메이션이 장르적으로 구축해온 표

내 내는 것이다. 정확히는 우리가 필름을 보는 감각, 24프레임의 환영을 재현하여 감각을 재구성하는 것에 가깝다.

현의 자유, 이를테면 과장된 동작과 만화적 허용 등의 효과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다. <마이 리틀 자이언트>의 CG

이는 정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비워내는 것이며 순간을 정확히 찍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흔

는 <정글북>과 비교하면 조악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덜 사실적이고 덜 사진적이지만 서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

적들(이를테면 화면의 뭉개짐)을 모방하는 것이다. 드디어 과시에의 욕망(혹은 두려움)을 비워내고 덜 보여줘도 괜

는 감정은 충분히 전달된다. 이 때 그 이미지가 사진인지 필름인지 CG인지 구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디즈

찮다는 여유를 획득한 셈이다. 나는 최근 CG영화들이 조금씩 선보이고 있는 이 심리적 여유야말로 변화의 특이점

니가 그래픽을 한없이 포토그래픽에 가깝게 묘사하는 동안 스필버그는 그래픽의 가치를 솔직하게 긍정해 보인다.

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을 필사적으로 흉내 내는 단계를 지나 필요한 효과만을 차용하겠다는 태도는 CG를 하나의

우리가 꿈, 환상, 상상의 세계를 직접 ‘사진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그 세계를 믿고 긍정할 수 있는 것처럼

유효한 도구의 위치로 안착시킨다. 과거 CG영화들이 CG의 전능함에 매달려 필름영화와 서로 날을 세웠다면 이제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조르주 멜리에스가 영화를 통해 구현하고 싶었던 마법의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이

는 그 강박을 벗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눈 돌릴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리틀 자이언트>의 CG는 뤼미에르 형제의 사진적 리얼리즘 이전 인류가 움직임의 환영에 빠졌던 순수한 마술, 그

처음 CG가 등장했을 때 CG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언캐니 밸리(불편함의 협곡)’라는 개념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림자 놀이, 혹은 순수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디지털은 멜리에스가 영화라는 장치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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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었던 때와 같이 오늘날의 영화가 찾아낸, 꿈을 불어넣을 효과적인 도구인 셈이다. 오늘날 실사와 애니메이션,

The opening ceremony of the 87th Academy Awards in 2015 dramatically illustrated the history,

찍힌 것과 그려진 것은 다양한 형태로 조합된다. <정글북>은 한없이 실사에 가까워지려는 애니메이션이고, <마이

purpose, and the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Hollywood movies. The ceremony

리틀 자이언트>는 한없이 애니메이션에 가까워지려는 실사영화라 할 수 있다. 어느 쪽의 효과를 중심에 두고 작업

included a homage to the expressionism in Hollywood movies as a major part of film history for

을 했는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겠지만 실은 무의미한 구분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제작방식이나 매체의 질료적 특

storytelling in realistic images that blur the boundaries between the screen and the reality. A segment

성이 아니다. 과거 장르와 매체의 기준이 제작 단위에 있었다면 디지털의 등장으로 경계가 사라져버린 오늘날 영

where Jack Black jumped into the stage to make jokes of the problems that Hollywood faced including

화와 애니메이션을 구분 짓는 주체는 오로지 관객에게 위임된다. 관객이 어떻게 감각하는지, 다시 말해 영화와 애

the influx of Chinese capital, superhero boom, and cellphone-based filmmaking demonstrated the

니메이션이라는 장르적 경험 혹은 익숙함의 정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디지털의 도래로 인해 애니메이

capitalistic mechanism that exploits even its shortcomings. However, the most fascinating part of

션과 영화의 고전적인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현재, 초창기 동영상들이 보여줬던 이야기 자체로서의 가능성

the ceremony was the term used to refer to the movie—“moving pictures.” The host, Neil Patrick

과 공감의 화법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늘 그렇듯 미래는 이미 도착해 있다.

Harrison, sang that countless pixels of the screen, “moving pictures,” may be make-believes but
show the true meaning of life. Movies are called in many different names depending on their type,
purpose, and subject. The term film is mainly used in film production; movie is often the term of
choice in distribution and screening; art films based on Auteurism are often called cinema or Kino due
to European influence. Thus, moving pictures as the term of choice for Hollywood looking forward
likely has the underlying purpose and intention. This article provides a discussion on what kind of
future was imagined for movies when the expression of moving pictures was put forth, and how the
boundary between movie and animation can break down.

Is Animation a Subgenre of Film?
Disney’s The Jungle Book (2016), directed by Jon Favreau, was both a novel attempt and a serious
challenge. In this live action film version of the original animation, everything except Neel Sethi
who played Mowgli was made of computer-generated imagery (CGI). Not many people would have
immediately recognized that the animals are not real, if they did not speak in human language or if
there had not been such a strong publicity that they were all in the world of CGI. In the movie, only the
voices of the actors who played the Bagheera the black leopard, Shere Khan the tiger, Baloo the bear,
and Kaa the snake were clear index of the fact that they were in fact images. For example, monkeys
that take orders from King Louis the orangutan do not speak in the movie, and the animals who did
not speak were exactly same as the animals in nature documentaries. In short, CG technology has
reached the level in which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CGI from live action. Here, we face a question—
Is The Jungle Book made of CGI a movie or an animation? To be more precise, it is a live action movie
or an animated movie? To discuss it in more detail, we need to briefly examine the origin and history
behind each term.
Animation and movie have the same origin of “moving image” but have maintained a tense
relationship. Scholars who believe in realism in live action movies have tried to classify animation as a
subgenre of film, and have distinguished between film and graphic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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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film may be classified under animation, since the film is literally a realization of the animate.

The belief that CGI will never have the materiality of the camera shots appears to be a reaction to the

Now that the boundaries between the filmed and the drawn movies are blurred, animation is in the

fear that the film may vanish. It is similar to the fear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hreaten mankind.

wake of lib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enre.

You might call it a fear that video will kill radio, or resistance to new media pushing out old media.

As I mentioned earlier, it was the photographic realism that distinguished animation from live action

Any replacement of shooting by CGI turned such anxiety into the resistance to new technology.

film in the film history. Now after over 100 years since the first movie was made, it is impossible to

However, as we know, video did not kill radio. New media borrows from and imitate old media, but the

define movie in a sentence. The scenes created by the Lumière brothers and the illusions created by

former do not take over the latter. The two seemingly antagonistic types of media are actually not in

Georges Méliès have led to separate yet mutually influential courses under the belief that films re-

competition. After a certain point, they start developing their unique colors in their own domains.

create the reality. Under the reign of commercial films made by Méliès, Hollywood chose the course to
develop ways to maximize the illusions to keep viewers immersed in the films.
In contrast to Hollywood’s attempts to perceptual realism through hyper realistic portrayals,

The Birth of CGI Films, the Beginning of Moving Pictures

disciples of the Lumière brothers have emphasized that “it was there” based on the ontology of

068

photographic images. The films that reminded viewers of the “reality that they were watching the

Among many different media for storytelling including theater and videogames, films have a unique

film” by encouraging them to keep a distance from the film they watch as Jean-Luc Godard constantly

status in that they represent the reality. On the foundation of photography, films capture and optically

interfered with viewers’ immersion using jump cuts, instead of facilitating their immersion using

project it. A photograph generates the belief that “it was there” when it was shot. This is the tangible

illusions, have developed their own unique cinematic realism. This was also a decisive criterion

difference between film and animation. I use the term belief because “photographic” has acquir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film and animation. However, the expressionism, which Hollywood

the psychological element of belief. Since the advent of CGI, the boundaries between the movies

commercial films have been aiming for, has taken a different path. The space the film re-creates is

that are shot and drawn have been blurred to the poin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is more

basically a fantasy, but it has its origin in our everyday experience we accumulate, and its foundation

or less meaningless. CGI are often used for functional and efficiency purposes as well as to push the

is the universality of the experience. Ultimately, it is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that come from

boundaries. The focus is shifting from “shooting” to “drawing” in filmmaking to the extent that insisting

reality that makes the reconstructed fiction possible. Hollywood films have been developed to

on the analog approach as Christopher Nolan does is seen as a pursuit of aesthetics. Nevertheless,

maximize perceptual realism to give viewers’ experience the reality to shape it. The core function of

viewers’ perception of movies is predominantly based on images that are shot rather than drawn. The

cinematic illusion is to remove the elements that may interfere with viewers’ immersion to achieve

images that we have taken or the look that we believed as live action for over 100 years is the criterion

perfect virtual reality.

for the film against animation. The Jungle Book (2016) is classified as a film despite everything except

Ironically, however, Hollywood movies’ goal of stimulating senses through illusions was also the goal of

a character in the movie being CGI is not because it has live action of an actor, but because the CGI

animation. The magic that gives life to still images is the driving force of animation. Today, CGI is found

imitates the look on film. The only difference is the tool used to make the imagery—from the optical

in the most expressionist films and at crossroads between films and animations. The advances in CGI

and chemical to the computer operations. What we see is still the images of the (modified) film.

brought down the superior position of photography that the film had over graphics, and the authority

However, concepts changes over time and the use of terminology becomes flexible. The “realistic”

of “it was there.” The difference between drawn and shot image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whether

expression at the time “Jurassic Park” came out and the “realistic” expression now are completely

the object was behind the camera or not, used to be clear, but the boundaries seem increasingly

different in nature. During the not-so-short period, viewers’ eyes have become used to CGIs that

blurry since the advent of CGI. For a while, CGI served more likely as a buffer between drawing and

made advances. What we perceive as a film look is perhap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ook on the

shooting than breaking their boundaries, as shown in the change from the distinction between

actual film. Simply put, the visual difference, the look, may not be an important issue. We have talked

animation and film to something like the distinction between animation, CGI, and film. Initially, CGI

about the future whenever movies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CGI, 3D, and virtual reality came

belong to the domain of drawing, and people were fully 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realistic

out. We have been either excited or worried that these technologies would be the future for movies

quality in cinematography and excessive sophistication in CGI. The unfamiliarity with something that is

and the movies with them would prevail someday. As always, the future comes earlier than expected.

drawn based on the conception in the head, which is often described as the so-called “uncanny valley”,

When we talk about the future, it has most likely already arrived. It just takes a little while to get used

solidified the status of the film shot with a camera instead of undermining it.

to it. Just like when the voice was first used in the movie, it took a quite a while for the silent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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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s to find its place. What we need to discuss and grapple with is not the movie of the future

performance took detours. For examples, in Avatar (2009), CGI looks natural because the Na’vi are not

but what surprises us here and now. From a physical standpoint, movies of the past may also as well

human but aliens. The same goes for Jon Favre’s The Jungle Book which showed anthropomorphized

be an uncharted territory if I have not seen them.

animals. These movies minimize the sense of discomfort by choosing the characters that are not

The early CGI was obsessed with imitating the reality as closely as possible. While analog films are

human but human-like. Just as much the CGI films imitate the look of the film, CGI characters mimic

shown in 24 frames per second, digital films can be in several times as many frames. It was done so

humans as much as possible instead of exactly reproducing humans. This applies as well to War for

because it was possible. At that time, filmmakers did not know that there is a limit in the amount of

the Planet of the Apes. Would it as engaging as this if the characters were exact reproductions of

information that human can process, and we reconstruct reality using the space between. The reality

humans? Andy Serkis’ acting as his digital character, Caesar, was as close to a human as it can be;

is not the actual reality but an imitation of the reality. It is analogous to announcing that the film is to

however, it also means that he is not a human. The wall between the human-like and the human that

deceive its viewers. Robert Legato who was in charge of visual effects of The Jungle Book stated that

cannot be crossed or is not crossed reassures viewers to be amazed at the technology without uneasy

the essence of special effects is the way to re-create what we remember not recreating what we saw.

feelings when watching the movie. In this sense, the traditional live action films in the past and the

The key is to deceive the perception, and in that sense CG is just another effective means among

current attempts for technology-aided live action films can be considered categorically different. As a

several special effect techniques.

matter of fact, the latter may be called more appropriately making “moving pictures” than live action

While early CGI was an attempt to be as close to the reality through maximum information, the so-

films.

called the performance capture is designed to closely imitate the film. To be precise, it is more like
reconstructing our senses by re-creating the sense that we see a film, the 24-frame images. This is not
filling up maximum information, but emptying out unnecessary information; it is not an exact shot of
a moment but an imitation of the traces of movements (as a motion blur). Finally, CGI experts let go of

Another Beginning beyond the Intersection of the Lumière Brothers and
Georges Méliès

their desire to show off or fear of criticism and feel alright about not showing everything. I believe that

070

such laid-back attitude revealed in recent CGI films signals a critical point toward a major shift. The

The second approach used for CGI animation to overcome the uncanny valley is to try not to

stance of pick-and-choose of only the necessary rather than desperately mimicking the target let CGI

overcome it. The movies with this approach exaggerate the unique features of animation rather than

viewed as one of effective tools. In contrast to the CGI films of the past that fiercely competed with the

imitating the reality (or the reality shot on film). A prime example is The BFG (2016) directed by Steven

films without CGI through technological capabilities, CGI filmmaking has reached the level that allows

Spielberg. Digital effects used in the movie are experienced more effective when they accentuated

pursuit of its own territory.

the qualities that are unlike the reality. This approach embraces the notion of “the drawn” as a type of

When CGI was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uncanny valley” which indicates discomfort vewers

expression rather than excluding it. As a result, the freedom in expression that has been established

experience was used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CGI. However, the uncanny valley that was

by the genre of animation, such as exaggerated motion and the things that are allowed only in

considered never to be filled has virtually vanished now. CGI animations can overcome the uncanny

cartoon-world, are fully utilized. The CGI of The BFG is less realistic and less photographic than that

valley largely in two ways. As discussed earlier, CGI now simulates the film look instead of faithfully

of The Jungle Book, but it delivers enough emotion to convey through narrative. There is no point in

re-creating the reality. In other words, CGI re-creates by examining how information is lost and

distinguishing whether a specific image in the movie is a photograph, a film, or a CGI. While Disney

reconstructed when it is filtered through the film instead of bringing in information on every little

tries to make graphics ever closer to photographs, Spielberg gives a candid acknowledgement of the

details of the physical reality. The early imitation of the film is now moving beyond the phase of the

value of graphics. Just as we can believe and acknowledge the worlds of dream, fantasy, imagination

familiarization. One of the best examples is the reboot series of The Planet of the Apes (2011-2017),

although we cannot see it as in photographs. Here we find magical moments that Georges Méliès

which created the digital character of Caesar the ape.

wanted to create in the film. The CGI of The BFG is nothing short of a pure magic, a shadow play, or

As a CGI film, War for the Planet of the Apes is stepping into an uncharted territory. It is not because

a pure form of animation that the humanity has fallen in love with before the advent of the Lumière

of the new technology. The only territory that is yet to be conquered by CGI is the human face. CGI

brothers’ photographic realism. Digital effects are effective tools discovered by filmmakers of today

can now re-create anything including dinosaurs, robots, animals, and mysterious creatures except for

in dream-making just like when the cinematic device fascinated Méliès. These days, live action and

the human face—the last uncanny valley of discomfort. For this reason, CGI movies that showed high

animation, and the photographed and the drawn are blended in various combinations. The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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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s an animation that tries to be ever close to a live action film; The BFG is a live action film that
tries to be ever close to an animation. They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which effect each focused
on, but in fact, such classification can also be meaningless. What matters is not the production
method or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medium. As the boundaries between genres have vanished
due to digital effects unlike in the past when genre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filmmaking medium,
the authority to decide a movie is an animation or a live action film belongs only to viewers. It has no
other criterion than how viewers perceive the movie, that is, their experience of it as either a film or
an animation supposedly based on their familiarity with the genres. Now that we need to redefine
the classical concepts of animation and film due to the advent of digital cinema, we should look back
on the possibilities that the stories themselves revealed and the way that narratives resonated with

ASIA ANIMATION FORUM 2018
The Return of the Innocence: Emotions in Animation

viewers in the early motion pictures. As always, the future is already here.

감성의 구성

The Composition of Emotions

영상 이미지의 언어와 애니메이션의 감성적 구성요소를 초학제적으로 분석하여 애니메이션
의 감성적 특질과 본질에 대하여 탐구한다.
This sector conducts studies on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animation by analyzing the language of moving images and internal elements in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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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and Emotion in Computer Animation

기조강연자 소개│Keynote Speaker
사회자│Moderator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공감과 감정

Empathy and Emotion in Computer Animation

김민정 KIM Minjung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교 BK연구교수

존 매킨토시 John MCINTOSH
중국 상하이 과학대학교 부학장

(Ph.D,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and Film, Chung- Ang University)

(Vice Dean, The school of Creative Arts at Shanghai Tech University)

074

김민정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전문대학교에서 B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애니메이션 연출과 서사구조,

존 매킨토시는 상하이 과학대학교 창조예술학부의 부학장과 Xi’an Film Studio 기술학교의 명예회장이다. 그는 뉴

미디어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TV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보드 연출 작업을 하고 있으

욕에 위치한 SVA(School of Visual Arts)에서 2018년까지 컴퓨터 아트,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특수효과 학과

며, 단편 및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의 작품해설 및 애니메이션 교재 등을 집필하였다. 대표적인 논문에는 <서사구

의 학과장을 역임하였다. 2002년 SIGGRAPH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프로듀서와 Electronic Theater 감

조의 시각적 연출요소 연구(A study on the visual directing element of the narrative structure)>(2013)가 있다.

독을 하였으며 현재 Visual Effects Society와 ACM SIGGRAPH New York 이사를 맡고 있다.

KIM Minjung works at the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and Film,

John B McIntosh is the vice dean of the school of creative arts at Shanghai Tech University and the

Chung- Ang University a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Brain Korea project. She is studying a animation

honorary president of the Xi'an Film Studio School of Technology. He was the Chair of Computer Art,

production and a narrative structure along with a media conversion. Recently, she work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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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매우 우수한 것 같다. 미묘한 표정 연기와 슬픔이 깊어짐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얼굴 근육의 변화는 우리의 공
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가 살짝 허공을 응시할 때,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갈 때 그리고 마침내 얼굴을 떨구었을 때.
이 모든 표정들이 진실하고 사실적이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기술의존적인 창작 매체로서 컴퓨터 그래픽은 본질적으로 내러티브 영화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하
지만 훌륭한 애니메이션 연출과 전통적인 영화 원리를 잘 결합하면, 특히 조명, 사운드, 제스처, 표현, 캐릭터 연출
등과 더불어 애니메이션의 감성적 파워가 진정성과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연기의 깊이와 자연스러움의
측면에서 훌륭한 실사 연기에는 비할 수 없다.
CG 캐릭터와 능숙한 메소드 배우의 동기부여 이슈를 논하다 보면 컴퓨터 그래픽의 핵심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된
‘카포티’에서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감정묘사

다. 바로 캐릭터에 감성적 깊이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CG 캐릭터는 와이어 프레임 껍데기(wire-framed shell)에
지나지 않는다. 캐릭터의 표면은 외양 그 이상이 아니다. 진정한 감성적 연기를 위해 캐릭터가 참고해야 할 경험이
나 감정이 없다. CG 캐릭터는 인형이며 애니메이터는 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일 뿐이다.

호프만의 감정 표현은 진정성이 느껴지고 보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더라도 그는

공감과 감성이 CG 캐릭터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가?

주로 얼굴 표정을 통해 연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본고의 논의에 있어서 핵심이다. 연기가 단순히 표면적인 표현

CG 애니메이터는 공감과 감성을 묘사하는 장면을 창조해 내는 감독이자, 촬영기사이자, 인형 조종자이자 배우 역

에 기초하고 있지만, 관객에게 진정성 있고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요소들은 미묘하고 (진짜인

할을 한다. 배우의 훌륭한 연기와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을 비교함으로써, 애니메이터가 CG 캐릭터에게 생기를 불

것처럼)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비록 예측가능하고 예상되는 감정표현을 기대

어 넣을 수 있는 기법과 관찰한 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호프만의 연기에서 알 수 있듯 진정성 있는 연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을 빗나
간다.
교육자이자 철학자인 로버트 C. 솔로몬(Robert C. Solom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특히 가장 즉각적이고 분명

“메소드 연기”

하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동적이어서 종종 본인 조차도 몰랐던 감정의 표현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다윈은 많은 포유류와 인간의 감정 표현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진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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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세이모어 호프만(1967 – 2014)은 장편영화 카포티에서 심도 있는 연기를 선보인다. 본고의 논의를 위해, 영

설명과 더불어 분노, 놀라움, 두려움 등의 감정에 대한 얼굴 표정이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인류학적 명제를 함께

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투르먼 카포티가 사형 집행을 목전에 둔 두 명의 살인범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자. 살인범

상정했다.

은 카포티의 소설 ’인 콜드 블러드’의 근간이 된 xxx와 xxx였다.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 가진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된 표정을 ‘가짜로 꾸미는’ 것이

메소드 연기 방식(Lee Strasberg가 활용한)에 따르면 훈련 받은 배우가 자신이 연기할 캐릭터의 경험을 실제로 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미소(기쁨이나 흡족함의 표현으로서)의 경우가 가장 명백한 예가 될 것이

험해 봄으로써 얻은 경험을 활용한다. 배우의 감성적 혹은 정서적 기억으로 인해 배우가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감

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뒤센(Duchenne) 미소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뒤센Guillaume-Benjamin-Amand

정들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런 척하거나 혹은 강요 받지 않고서도, 배우는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유사한 반응을

Duchenne [1806–75])의 이름에서 유래) 즉, 입 모양뿐만 아니라 양쪽 광대뼈가 올라가고 눈 주위 근육들이 독특

자신의 연기에 녹여낼 수 있다.

한 형태로 수축되는 특징이 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에 대해 인정해 왔다. 뒤센미소가 아닌 가

자신의 경험을 연기에 녹여내는 배우의 능력이 가진 무게와 힘이 바로 연기의 깊이로 직결되며, 이를 논리적으로

짜 미소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어 사람들은 그 연유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가짜 미소는 쉽게 알아

확장하면 배우는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호프만은 연기 즉 떠올리는 능

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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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이러한 몽타주 기법은 영화 자체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진가가 있다. 몽타주는 불신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킨다.
논리 기능을 중단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기꺼이 믿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 사실주의와 논리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상태 등을 이해하는 경험이다.

를 희생시키는 순간을 만들어 낸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티스트가 만들어 낸 개념을 수용하고 이해력과 익숙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타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는 것이다. 호프만의 연기에 대해 괴로움이라는

함으로 반응한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는 불신의 중단이 우리로 하여금 “…. 일상의 모든 것

감정을 공감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상상하는 한편, 울지 않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들에 새로움의 매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앞에 있는 세계의 사랑스러움과 경이로움, 고갈되지 않는 보화.

를 이해하게 된다. 영화 카포티에서 우리는 작가 카포티가 살인범 리차트 “딕” 히콕과 페리 스미스를 마지막으로

하지만 익숙함이라는 차단막과 이기적인 고독으로 인해 우리는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

면회할 때 느낀 감정의 격앙과 모순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타 다른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성적 연기를 보여주는 젊고 재능 있는 애
니메이터들에게서 유사한 탁월함을 발견한다. 이들의 작품은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기념하기

배우로서의 애니메이터 – “메소드 애니메이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뛰어 넘는다. 독립 아티스트가 시각적 세련됨과 감성적 완성도를 통해 창작한 진정성
있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전달하는 CG 애니메이션을 내놓은 모습을 보는 것은 무척 인상적인 일이다. 공감되는 연

가짜 웃음을 숨기기가 어렵다면, 애니메이터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CG 캐릭터를 통해 묘사할

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여겨지는 두 편의 학생작품을 소개한다.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상상해 보라. 드문 일이지만, 우리는 감동적이고 충분히 공감되는 효과적인 CG 연기를
본다. 이상하게도 필요한 기술은 단순히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터는 배우와 마찬가지로 캐릭
터 연기를 본질적이고 감성적인 정수로 승화시켜야 한다. 캐릭터 표현, 포커스, 반응성(타이밍) 등을 통한 시각적
단서들은 정확하고 개연성 있게 감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연기가 유의미한 목적 의식에 의존
하면 할수록, 애니메이션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애니메이터는 배우이다.
참고로, 픽사 애니메이션 <UP>의 주목할 만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몽타주를 통해 우리 모두가 품고 있고 꿈꾸
는 노스텔지어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 관계의 정점이 우리 눈 앞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감정은 여러 사건들로 인
해 유발되는 것이지 연기의 특정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치, 표정,
캐릭터들이 공유하는 제스처 등에 의해 감정이 전달된다. 몽타주의 각 요소가 모여 인간의 불가피하고 임박한 피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한다. 바로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삶을 더 많이 함께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의 노스텔지어에 대한 감성은 더 커지
기 마련이다.

몽테큐 루핀과 쉐인 심슨의 ‘퍼긴스(PUGGINS)’

퍼긴스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년은 길을 잃고 무서워하고 있다. 발을 헛디뎌 다리 밑
을 지나가던 배의 갑판에 떨어진다. 거기서 소년은 수용과 포옹을 발견한다. 이 포옹의 순간이 이 단편 애니메이션
의 성공을 견인하였으며, 연출이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영상 보기: https://vimeo.com/65975416
포옹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어 기억에 남는다. 구조자가 처음에 충격과 놀라움으로 반응하자
퍼긴스는 두 눈을 감고 있지만 결국 정서적 포옹을 수용하게 된다. 우리의 공감은 퍼긴스에게서 구조자에게로 이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업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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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술적 능력이 탁월하여 생생한 애니메이션 연기를 위한 부수적인 기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애니메이터
로서 CG 아티스트는 손가락과 손의 미묘한 움직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체 동작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CG 아티스트는 배우로서 여전히 스크립트와 대사는 알고 있지만 관객의 공감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를 제공할 수 없다. 기억할 점은 항상 가짜 미소는 들통이 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영화 카포티에서 호프만이 보여준 연기를 통해 그의 감정이 어떻게 고조되고 변해가며, 순간 순간 표출
되는지를 주목해 보라. 감정이 표면화되면서 일련의 내면적 갈등, 투쟁, 슬픔과 죄책감이 초 단위로 연이어 드러난
다. 표면은 참았다가 눈물을 흘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호프만의 얼굴 표정이다. 그의 얼굴 표정
은 일반적이고 과장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마 근육이 굳어지는 모습과 그의 창백한 피부에 이는 홍조를 통해 긴장
감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 순간 감정에 대한 그의 신체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을 기술하고 분류하
여 시퀀스 순서에 따라 배열할 수는 있겠지만, 호프만 특유의 연기는 사실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CG 애니메이션에서 불가피한 고려사항과 결정에 다다른다. 애니메이터가 완성도 있고 탄탄하고 정직
세데우스 안드레데스, 마리 라올트,니콜라스 만프레디, 엘리자베스 쿠 헤레로의 ‘테이킹 더 플런지(Taking the Plunge)’

한 연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연기의 세부사항까지 철저히 파고들어야 할 만큼 캐릭터의 연기가 의미가 있
는가? 항상 존재하는 시간과 예산의 압박을 무시하면, 이 질문은 스토리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장면의
연기가 완벽히 스토리에 도움이 되는가로 바뀐다.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종종 대답은 그렇지

자신이 꿈꾸던 결혼 프러포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남자는 결국 자신의 계획을 살려 내기 위해 미지

않다는 것이다.

의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액션과 모험 그리고 한 줄기의 눈물로 이루어진 로맨틱 코미디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

만약 답이 긍정적이라면, 애니메이터가 똑같이 재능 있는 배우가 되지 않고서도 깊이 있는 연기를 통해 정직하고

된다. 영상보기: https://vimeo.com/128840555

완벽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 도움이 되고자 우리는 얼굴 표정을 비롯하여 제스처와 신체 포즈의 뉘앙스도 목

내가 흥미롭게 본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한다. 영화 전체적으로 여성 캐릭터는 왈가닥 루시(I LOVE LUCY)

록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터가 연기의 기저에 깔린 감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공감을 제

속 루실 볼 캐릭터로서 희극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후반부에 그날의 모든 사건을 겪으며, 그녀의 뺨에 한 줄기 눈

공하지는 못한다. 결국, 최종적인 CG 연기는 애니메이터가 그 감성을 경험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의 흐름에

물이 흘러 내린다. 갑자기 흘러 내린 이 눈물은 대본에도 없는 듯하나 사실이라고 할 만큼 자연스럽다. 이 한줄기

맞게 얼굴 표정과 신체적 반응을 창작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눈물을 통해 이 여성 캐릭터에게 그 때까지는 없던 어떤 의미가 더해진다. 이 눈물로 인해 그녀는 우리가 마침내 공
감할 수 있는 인간적 면모를 갖게 된다. 이 한 줄기 눈물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단순한 소도구에서 공감되는 캐릭터
로 변모한 그녀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공감과 감성 끌어내기
연기에서 힘든 점은 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전달하되, 장면의 감성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극이건 영화 연
기건 간에 진실하고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는 “메소드 연기”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다. CG 캐릭터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강력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까지 얼굴 표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많은 애니
메이터들이 관객들에게 표면적인 감정적 단서를 분류하여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재능 있는 애니메이터들은
제스처와 포즈를 추가하여 연기의 감성적 뉘앙스를 반영한다. 표정과 포즈는 목록화되었고, 어떤 포즈나 표정이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갖가지 정보가 존재한다. 캐릭터를 창조하여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백
과사전식 접근방식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딜레마의 근원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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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ethod acting system approach (as practiced by Lee Strasberg) trained actors to make use of
experiences from their own lives to bring them closer to the experience of the characters they must
portray. The actor’s emotional memory or affective memory involves the recall of the sensations that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ctor. Without faking or forcing, the actor allows those sensations to
stimulate a similar response for their performance.
The depth of the performance is equal to the weight and force of the actor’s ability to recall from
their own experience(s) and this, by logical extension, assumes the actor has drawn from similar
experiences in their own life to recall. It appears that Mr. Hoffman’s ability to act, to recall is highly
tuned. Notice how subtle his expressions are yet how obviously we relate to him as his frowns grow
with his increasing sorrow. As he furtively glances into space. As his face gets flushed and finally as
falls. It all rings true, real, genuine.
As a technically dependent creative medium, computer graphics is inherently difficult to portray
genuine emotion in narrative films. Yet when an outstanding animated performance is married
to classic cinematic principles the emotive power of animation particularly in synthesis of lighting,
sound, gesture, expression and character performance can be genuine and powerful but, still not yet
comparable to a brilliant live action performance in terms of the depth and apparent spontaneity of a
performance.
The idea of motivation for a cg character verses a skilled method actor speaks to the central issue of
computer graphics. Namely, that there is no emotional depth to the character. In fact, the cg character
is nothing but a wire-framed shell. The surface of the character is less than skin deep. There are no
experiences or emotions for the character to draw from to create a genuine, emotive performance.
The cg character is a puppet and the animator the puppeteer.
How is empathy and emotion conveyed in through a CG character?

Portraying Emotion

The CG animator becomes the director, cinematographer, puppeteer and actor as they create a
scene in which empathy and emotion are portrayed. Through comparison of great performances and

Phillip Seymour Hoffman in CAPOTE

animated scenes we will discuss the techniques and observations that allow an animator to give life to
a cg character’s performance.

Hoffman’s display of emotion appears to be genuine, powerful with impact on the viewer. Note
that with some exceptions, the performance is focused on his facial expressions. This is key to our
discussion since while performance is based on superficial expressions the elements that make

“Method Acting”

this performance both genuine and empathetic to the viewer are subtle and ring true because they

The late Philip Seymour Hoffman (1967 – 2014) gives a profound performance in feature film, CAPOTE.

and expected but the truth of the performance belies the anticipated expressions by apparent

For this discussion, we will refer the scene at the end of the film when Truman Capote meets the two

spontaneity of the reactions we see in Mr. Hoffman.

convicted killers’ moments before their execution. The killers are xxx and xxx who were the basis for

The educator/philosopher, Robert C. Solomon explains: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research on

Capote’s novel, In Cold Blood.

emotional expression, particularly on those expressions that are most immediate, most evident, and

appear to be spontaneous (real). The expressions of emotions we expect to see are predictable

typically most spontaneous or automatic and thus often unknown to the subject who displays them.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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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the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many mammals and humans; he

ends before our eyes. I will point out that the emotions are driven by events not specific points

thus postulated both an evolutionary explanation of the similarity and an anthropological thesis that facial

in the performance. Nonetheless, the conveyance of affection is revealed by a touch, a look and

expressions of emotion, such as those of anger, surprise, and fear, are universal in human beings.

gesture shared by the characters. Each facet of the montage builds to an inevitable, impending and

One of the fascinating features of spontaneous facial expressions is how difficult it is for most people to

unavoidable fact of the human condition – we may share many moments in our lives but in the end,

“fake” a sincere expression. This is perhaps most evident in the case of smiling (as an expression of delight or

we are alone. The more we have been blessed to share our lives the greater our sense of nostalgia

being pleased). Psychologists have long recognized the Duchenne smile (named for the French neurologist

grows.

Guillaume-Benjamin-Amand Duchenne [1806–75]), a sincere and spontaneous smile that is characterized
not only by the stretching of the mouth but also by the elevation of the cheeks and the distinctive contraction
of the muscles around the eye.In a false or non-Duchenne smile, these other elements are lacking and, for
that reason, it is easy to recognize a false smile even if one has no idea what it is that gives it away.

Empathy
Empathy is the experience of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thoughts, feelings, and condition
from their point of view, rather than from your own. You try to imagine yourself in their plac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ey are feeling or experiencing. Our empathy for Hoffman’s performance
is excruciating. We imagine ourselves in a that place and we can understand how hard it is to
speak without crying. In CAPOTE we also have active insights into the flush of emotions and the
UP! By DISNEY/PIXAR

contradictions of that the author faces in the final visit with the convicted murderers, Richard "Dick"
Hickock and Perry Smith.

This montage, in isolation from the complete film stands on its own merit. The montage effectively
allows our suspension of disbelief. Our willingness to suspend our critical faculties and believe

The Animator as Actor – “Method Animator?”

something unreal. It creates a moment where we may sacrifice realism and logic for the sake
of enjoyment. Simply put, we accept the notion as created by the artist(s) and respond with

If it is difficult for us to hide a fake smile imagine the challenges for an animator to portray a genuine,

understanding and familiarity. The poet, William Wordsworth said the suspension of disbelief allowed

a spontaneous emotion from a CG character. While it is rare, we do see effective CG performances,

us “to give the charm of novelty to things of every day . . . the loveliness and the wonders of the world before

touching and full of empathy. Oddly enough the skills required are not simply about animation.

us; an inexhaustible treasure, but for which, in consequence of the film of familiarity and selfish solicitude we

The animator, like the actor, must distilled the character performance to its essential and emotive

have eyes, yet see not, ears that hear not, and hearts that neither feel nor understand.”

essence. The visual clues given by the characters expression, focus, and responsiveness (timing)

With these and other powerful influences as references today we see similar brilliance in young,

are all critical in conveying an emotion with accuracy and believability. Simply put the more the

talented animators producing genuine emotive performances. Increasingly their work transcends

performance relies on meaningful and purposeful awareness the greater the potential for the

the technical skills required to achieve both the understanding and celebration of the emotions

animation to succeed. The animator is the actor.

of their character(s). It is particularly impressive to see an independent artist achieve the visual
sophistication and emotional maturity to create an CG animation in which the performance convey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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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fiber of nostalgia we collectively share or often desire. The arch of a relationship begins and

examples of empathetic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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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young man's ideal marriage proposal is put in jeopardy he is forced to dive into unknown waters
to salvage his plans... so begins the tale, a romantic comedy full of action, adventure and, a single tear.
You may view this at https://vimeo.com/128840555
The scene that I am interested in pointing out is at the end of the film. The female character
throughout the film has been used as comedic foil… a Lucille Ball (I LOVE LUCY) character. But in the
end as the events of the day sweep over her, there appears a single tear running down her cheek. It
happens suddenly and with a sponenatity that is seems unscripted, real. That single tear gives this
character a meaning that until then was hollow. The tear gives her a human aspect that we finally
can relate to her. With that single tear we must reassess her value in the story from being a prop to a
sympathetic character.

PUGGINS by MontaQue Ruffin and Shane Simpson

Achieving Empathy and Emotion in Computer Animation

PUGGINS portrays a young boy that is rejected from his home and family. He is lost on the streets and

The challenge of a performance is to convey more than the words but to embody the emotions of

afraid. After a misstep, he falls from a bridge onto a deck of a passing boat. There he finds acceptance

the scene. In a theater or film performance the “Method Acting” system for achieving genuine, honest

and an embrace. The success of the short film relies on the moment of the embrace and while simple

emotion is profoundly effective. In CG character performances, we see ambitious efforts to create

in the staging it is very effective. Take a look: https://vimeo.com/65975416

equally powerful performances.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of facial expressions has allowed

The embrace is so nicely and unusually staged that I find it memorable. Puggins eyes remain closed

many animators to catalog and reveal superficial emotional clues for the viewer. The more talented

as savior is at first shocked, surprised then ultimately accepts the affectionate embrace. Our empathy

animator adds gestures and poses to further reflect the emotional nuance of the performance.

shifts from Puggins to his savior. In a brief moment, we are sympathetic to and respond to both

Generally, both the expressions and the poses are cataloged and there is plenty of advice on which

characters.

pose or which facial expression is generically approved as appropriate. The encyclopedia approach to
creating and animating a character establishes the dilemma we see today. We know what to do and
how to do it, we do not know why we are doing it.
Our technical skills are robust and the ancillary techniques for capturing live animated performances
are increasingly available. The CG artist as animator can achieve accurate physical performances with
the modest exception of the subtle movements of the fingers and hands. However, the CG artist as
actor remains in the unenviable positon of knowing the script and reading the lines but rarely able to
provide the emotional connection to allow for empathetic response from the viewer. Remember, we
always recognize a fake smile.
Refer back to Hoffman’s performance in CAPOTE and notice how his emotions grow, morph
and are revealed over a matter of moments. There appears to be continuous series of internal
conflicts, struggles, sorrow and guilt in a matter of seconds as the emotions flood to the surface.
The surface is Hoffman’s facial expressions which are transcend from controlled, to weeping, to
confused. The expressions are modest not exaggerated. The tension shows in muscular strain we

TAKING THE PLUNGE by Thaddaeus Andreades, Marie Raoult, Nicholas Manfredi,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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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emotions of the moment and while they may be described and cataloged, even timed out in
sequential order – the performance is Hoffman’s and to that extent it is real, genuine.
This leads us to an unavoidable consideration and a decision to make in CG animation. Is the

강연자 소개│Speaker

performance of a character meaningful enough for the animator to delve into the minutia of a
performance that is required to create a complete, robust and honest performance? Ignoring the time

영화 타이틀의 예술과 제작 그리고 감정적 교류

and budget constraints that are forever manifest, the question becomes is the story worth the effort

The Art and Craft of Film Title Sequences
and their Emotional Engagement

and does the performance of the scene fully serve the story. I hope the answer is yes. I fear that more
often than not the answer in no.
If yes, is it then possible for an animator to begin to achieve a profound performance without

도미니크 버티모어 Dominic BUTTIMORE
프로듀서 (Producer, Fuzzyblu ltd)

themselves being an equally talented actor; trying to reveal honest and fully felt emotions? We can
provide a catalog of facial expressions, even the nuances of gestures and physical poses to help. But
we cannot provide the empathy to the animator to understand significance of the underlying emotion
of the performance. In the end, the final CG performance is as reliant on the animator to experience
the emotion and to create the expressions and physical reactions that are in concert with the fluid
realm of emotions they are portraying.

도미니크 버티모어는 35년 동안 특수효과와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D&AD, Creative Circle, British
Arrows, British Animation Awards, Epica, Promax, London International Awards, Kinsale Sharks, Global
Awards, Clios 등에서 40개 이상의 상을 받았으며, 주요 런던 프로덕션 회사인 “th1ng”과 “Picasso Pictures”를
설립하였고 <해리포터 시리즈>와 <본드 시리즈>의 특수효과 애니메이션을 담당한 the Moving Picture Company
의 CGI 부문 수장을 맡은 바 있다. 다수의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을 하였으며 런던, 파리, 뉴욕, 프라하에서 창작과
제작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2017년부터 독립영화와 장편영화 프로듀서로서 일하고 있다. 그는 현재 실뱅 쇼메 감
독과 함께 황석영 작가의 장편소설 <낯익은 세상>을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Dominic Buttimore has a 35 year history in Creative Production, VFX and Animation.
He has won over 40 awards for the creativity of his work including: D&AD, Creative Circle, British
Arrows, British Animation Awards, Epica, Promax, London International Awards, Kinsale Sharks, Global
Awards, Clios.
He founded the seminal London production companies “ th1ng “and
“ Picasso Pictures “and also headed the CGI division at the Moving Picture Company, creating vfx
animation for the Harry Potter and Bond movies.
He has sat on many awards and festival juries and lectured on creativity and production in London,
Paris, New York and Prague.
Since 2017 he has been working on developing independent feature and long form projects. His
current project in development is an animation feature film of Hwang Sok-yong’s novel “Familiar
Things “ with animation director Sylvain Ch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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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는 솔 바스와 히치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 영화 타이틀 시퀀스의 예술과 기술에 대해

수년간 내가 제작자로 함께 일했던 리차드 모리슨은 팀 버튼의 오리지널 배트맨 타이틀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클

살펴보고자 한다.

래식 시퀀스를 만들었다.

더불어 그가 제작하여 상을 수상한 바 있는 팀 버튼의 “스위니 토드(Sweeney Todd)“ 오프닝 타이틀의 아이디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팀 버튼 감독의 “스위니 토드 “의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제작과정과 함께 2007

와 스토리텔링 및 기술에 대해서도 다룬다.

년 어떻게 이 수상작의 타이틀을 만들었는지 그 제작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편 영화에서 관객이 처음 보게 되는 것은 타이틀 시퀀스이다. 관객이 감정적으로 영화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도
록 준비시키기 위해 영화 타이틀에서 애니메이션이 자주 사용되었다. 관객의 감정이입과 참여를 유도하고 장면
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이틀 시퀀스 스타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며, 여러 해에 걸쳐 소수의 오프닝 시
퀀스 감독들과 디자이너 팀에 의해 탄생한다.
역설적으로 장편영화의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는 실제로 편집이 끝나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진행되는 영화 제작 막
바지에 만들어진다.
따라서 타이틀 디자이너/감독은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 제작에 앞서 필름 컷을 볼 수 있다. 내 경험상 먼저 감독의
편집자를 통해 영화를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은 대개 편집실이나 작은 상영실에서VFX 시퀀스 없이 진행되며(이러
한 과정이 이 단계에서는 중간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므로), 중요한 것은 영화의 기본 스토리와 스타일을 파악하
는 것이다. 이후 타이틀 디자이너/감독이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러프 비주얼 등을 제작하여 영화감독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틀 디자이너에게 영화를 전반적인 개요로서 보여주고, 영화감독은 간혹 스타일에 대한 약간의 코
멘트나 대략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덧붙이긴 하지만, 보통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무언가를 창조
해 내기를 기대한다.
훌륭한 타이틀 디자이너는 관객을 몰입시키는 영화의 핵심과 느낌을 포착해 낸다.
솔 바스는 히치콕의 “ 현기증(Vertigo)“ 타이틀 시퀀스에서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사용하여 영화 초반부터 관객들
이 현기증의 감각을 느끼도록 했다.
리차드 윌리암스는 핑크팬더 타이틀에서 코믹하고 재미있는 영화의 스타일에 맞는 애니메이션 캐릭터(형사 클루
조, 핑크팬더)를 창조하였다.
모리스 바인더는 닥터 노(Dr No)가 등장하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여러 타이틀을 만들어 냈다.
카일 쿠퍼는 1990년대 고전 컬트물 “Se7en”의 오프닝으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복합 미디어 시퀀스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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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이틀의 예술과 제작 그리고 감정적 교류

The Art and Craft of Film Title Sequences and their

In this presentation, I will discuss the art and craft of animated film title sequences. From Saul Bass and

Emotional Engagement

Maurice Binder set the scene for many titles to come with his James Bond work on Dr No.

Hitchcock to present day.
Kyle Cooper set a whole new style of mixed media sequences following his opening for cult classic “
I will also present the thinking, storytelling and craft behind the award winning opening titles that he

Se7en “ in the ‘90s.

produced for Tim Burton’s “ Sweeney Todd “.
Richard Morrison , who I Produced for a number of years has created many classic sequences
including the original Batman titles for Tim Burton.
The first part of the feature film that the audience sees is the title sequence. Animation has often been
used here to engage the audience and prepare them emotionally for the film to follow. The empathy

I will take you through the creative and practical process of one of my favourite pieces of work and

and engagement that this sequence brings to the audience , the style used to set the scene is an art

how we created the award-winning titles for Tim Burton’s “ Sweeney Todd “ in 2007

form in itself and one created by a small group of opening sequence Directors and Designers over the
years.
Paradoxically the opening credit sequence to a Feature Film is actually created toward the very end of
the film making process, as editing completes and post production is in progress.
This allows the Titles designer/ director to see the cut of the film before creating the opening title
sequence. In my experience we would initially be shown the film by the Director’s editor. This would
typically be in the cutting room or a small screening room and without any VFX sequences ( as these
would be mid post production at this stage ) the idea is to understand the basic story and style of
the film. From this point, ideas , storyboards and rough visuals can be created by the Titles Designer/
Director to present to the Film Director.
The film is generally seen as the main brief to the Titles Designer, the Film Director sometimes adds
a few notes on style or loose creative thoughts but usually wants to see what the Designer comes up
with from his/her own creative mind.
A great Titles Designer will capture the essence and the feeling of the film which engages the audience
and prepares them for the Feature film itself.
Saul Bass’ title sequence for Hitchcock’s “ Vertigo “ played with animated graphics to give the audience
a feeling of vertigo at the onset.
Richard Williams’ titles for the Pink Panther Films, created animated characters ( Inspector Clouseau,
the Pink Panther ) which set up the comedy and playful style of the film to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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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ing Big: An Introduction of Kuandu Internationa

l Animation Festival(KDIAF)

현재 전세계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수십만 개의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화제에 대해서 잘 알
고 있다. 그리고 과연 영화제가 존속해야 하는지, 영화제의 가치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수많

강연자 소개│Speaker

큰 꿈을 꾸다: 콴두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소개

은 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영화제,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주된 성
공요인을 파악하기란 다소 힘든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정적 요소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조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Dreaming Big: An Introduction of Kuandu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KDIAF)

영화제의 프레임 설정에 대해 De Valck은 ‘수십 년간 영화제는 사람들이 영화를 발견하고 실험영화나 아카이브에

왕 치쒸 WANG Chi Sui
대만국립대학교 교수 (Professor,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있다. 요컨대 영화제는 다양한 영화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영화들을 풍부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프레임을 설정한

서 복원한 영화 등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세련된 기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제를 통해 영화애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각종 전문가 선정작, 토론, 영화 리뷰 등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다’(De Valck 2008, 19)고 정의한다.
사실상 영화제는 어떤 의미에서 감독들이 자신의 영화를 배포하는 한편, 명성을 구축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무대이다. 하지만 영화 배포와 영화제 기간 동안 감독과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
전히 어려운 주제이다. Rüling (2009)은 조직의 관점에서 영화제를 관찰하고 영화제를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한편
영화산업의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으로 보았다.
Wong은 자신의 책 영화제-문화, 사람, 글로벌 스크린에 미치는 힘(Film Festivals – Culture, People, and

Power on Global Screen) (2011. 2)에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그의 저서 Distinction (Cambridge:
순수미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왕 치쒸 박사는 이미지의 일시성과 물질성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하고 있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에서 밝힌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고 “영화제는 해당 도시와 국가를 창조계급

으며 이는 회화와 실험애니메이션을 통해 표현된다. 그녀의 작업과 논문은 국제적인 전시와 논문집에 발표되

(creative class)을 위한 브랜드네임 이벤트로 포용하는 문화 수도로 정의한다”고 기술한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일랜드 더블린 시티 대학교에서 강연하였으며 현재 대만 국립 대학교 애니메

페스티벌,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애호가 커뮤니티들”을

이션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또한 콴두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KuanDu International Animation

통한 홍보효과 덕에 오스카상이 그렇듯 해당 도시의 브랜드 네임이 각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명칭이 되었다.

Festival[KDIAF])의 큐레이터이며 아일랜드 동아시아 영화제(East Asia Film Festival Ireland[EAFFI])의 단편애니

애니메이션은 영화 분야에서 흥미진진한 장르이다. 애니메이션은 시간적 의미에서 독특한 테이크를 가진 시각예

메이션프로그램 큐레이터이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프로듀서로서 다수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각 프레임이 창작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된다. Bosma (2016)가 지적한 대로, 애니
메이션 제작에서 “…모든 프레임은 디지털이건 혹은 수작업이건 구성된 이미지로 끈기 있게 채워진다. 다른 영화

With a Ph.D degree in Fine Art, Dr. Chi-Sui Wang highlights questions of the temporality and the

제작자들은 현실을 녹화한 것을 다루어야 하고, 애니메이터들은 빈 캔버스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materiality of images in her paintings and experimental animation productions. Both of her studio

은 또한 독특한 캐릭터와 배경이 있어 열정적인 관객층을 가진 영화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분야이다. 근래에는

work and academic writing have been exhibited and published internationally. Since 2004 she began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her academic career; then between 2008 and 2013, lectured at Dublin City University in Ireland.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예술적이건 혹은 상업적 목

Currently,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Animation Department,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적이건 간에 모든 영화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에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사실 애니메

the Arts in Taiwan. At TNUA, she also works as a curator for KuanDu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이션 제작 재원조달 규모가 당연히 그 결과물인 영화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 영화만 상을 받

(KDIAF). And meanwhile, she curates for Animation Short Film Programme for the East Asia Film

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영화제가 채택한 해결 방안은 진정한 창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여하는 상의 종

Festival Ireland (EAFFI) and being film selector for numerous film festivals. She is also a freelance

류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창의적 인재가 언젠가 애니메이션 업계의 주류로 등장

producer for several awarded animated short.

하거나, 혹은 향후 애니메이션 제작의 발전을 주도하는 견인차가 될지 모를 일이다.
콴두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KDIAF)는 2011년에 대만 국립 타이페이 예술대학(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NUA)에 애니메이션과가 개설되면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애니메이션과 개설의 배경은 놀라우리만치 단
순하다. 당시 대만에 애니메이션 제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단 하나도 없었다. 유사한 학과들의 다수가 게임
디자인, 미디어 아트, 그래픽 디자인 및 응용 등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전공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상업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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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는 역부족이다.

에서 TNUA는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이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에 주목하여 각자의 커리어를 개척해 나갈 수

애니메이션 학과 학과장이자 KDIAF 디렉터 Jack Shih를 제외하고, 매년 풀 타임 스태프-큐레이팅팀-가 돌아가면

있도록 하였다.

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큐레이팅 업무를 수행한다. 비록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지만, 프로그램은 주로

현재 TNUA의 애니메이션 학과는 학부생 186명, 전임교수진이 6명, 행정직원 2명, 객원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

경쟁부문 국제 애니메이션 단편과 졸업작품 애니메이션 단편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비경쟁 부문 출품작들 중에서

다. 풀 타임 인력은 자동으로 핵심 큐레이팅 팀에 소속되어 영화제 사전선정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두 가지 측면에

흥미로운 작품을 몇 편 선정한다.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애니메이션 학교 소개 등 다른 일반적인 영화제 행사들도

서 현재 8회째를 맞은 KDIAF를 조명한다. 그 중 하나는 2011년부터 시작하는 초창기이며, 나머지 하나는 국제 경

함께 기획된다. KDIAF가 교육기관인 TNUA가 주최하는 행사임을 고려할 때 애니메이션 학교 소개는 다소 중요하

쟁 부문과 여타 프로그램을 시작한 형성기이다.

며, 따라서 교육적 측면이 영화제 개최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 학교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다른 나라의 애니메이션 교육 발전에 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장편 프로그램의 경우 상영 및 배급 정책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KDIAF는 초청작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011~2013 – 초창기의 KDIAF

매년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과 같은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방문하여 최신 장편영화 작품과 감독/애니메이터들을 선정하여 초청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영화제의 주제에 적합하

2011년에 애니메이션 학과가 처음 개설되었을 때만 해도 전임교원이 단 3명이었다. 이들 교수진은 애니메이션 전

기만 하면 대만 주재 각국 대사관의 문화부서가 추천한 작품도 선정한다.

공 학생들이 대만 내 애니메이션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들의 작품을 좀더 넓은 시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

큐레이팅된 프로그램과 내빈 초청에 관해 특정 주제와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매년 큐레이터가 큐레이팅 팀과

도록 돕고자 아주 제한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KDIAF를 시작했다.

의 논의를 거쳐 주제를 결정한다. 애니메이션은 감독의 예술적 스타일과 최신 창작적 기술적 발전상을 보여줄 뿐

당시 KDIAF는 TNUA애니메이션 학과가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역량을 파악하고자 보다 정확한 시도로서

만 아니라, 수작업, 3D CGI, 스탑 모션, 실험 등 다양한 기법과 스타일을 통해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매력적인 미디

초청작 위주로 영화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달리 말하자면, 프로그램 큐레이팅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하면서도 여

어 장르이다.

전히 도전이 되도록 하려면 영화제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면 좋을 지 고민했다. 그래서 처음 3회 행사 때까지 전

2014년부터 Kuan Dog Prizes가 다양한 유형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 수여되었다. 수상작들은 안시와 오스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통해 선정한 작품을 초청했다. 또한 알려진 애니메이터들을 내빈으로 초청하여 학생들

카 등 다른 주요 영화제에서도 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DIAF가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생들을 행사 진행 기획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을 물론이고 의전팀에

KDIAF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업계 종사자들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 참여하여 내빈들을 맞이하는 업무도 수행하게 하였다. 2014년까지 KDIAF는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주축이 되는 팀은 소수의 인력(6-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훌륭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만
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KDIAF에서는 학생들이 영화제 스태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핵심 큐레이팅 팀
전원이 각각 의전, 행정, 비주얼 디자인, 상영 등 한 두 가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배정된 학생들을 통솔하
며 함께 일한다. 학생들이 실제로 영화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행사 운영에 직접 참여시

2014년 이후 –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로서의 형성기

킨다. 또한 학생들이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돌아보고 배우며, 향후 자신들이 얻은 경
험과 지식을 그 다음해 학생 스태프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의 운영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096

2014년 제4회 KDIAF을 기점으로 디렉터와 큐레이팅 팀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로 결정하고 국제 경쟁 부문을 개최

잠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밀접히 관련된 것을 배우고 실제적인

함으로써 목표를 더 높게 잡았다. 처음에는 조직위원회의 규모가 작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예산이 제한적이라 그것

경험과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신중히 찬반양론을 검토한 후 우리의 장점과 대학이라는 개최지

재원조달의 경우 모든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이긴 하나, 영화제 기획과 개최 과정에서 가장

자체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점이 자금조달일 것이다. TNUA가 주최하는 콴두 아트 페스티벌은 학교의 예산과 일부 정부 재정지원으로

대만 국립 타이페이 예술대학(TNUA)은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아시아 최고의 예술대학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운영되지만 KDIAF는 매년 거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독행사이다. 재원조달 구조는 보통 대만 문화부(콴

있다. 매년 10월 TNUA는 영화제와 애니메이션 영화제(KDIAF)를 비롯하여 댄스공연, 연극, 전시, 콘서트 등을 아

두 아트 페스티벌과 별도로 제안서를 제출하여)가 필요한 전체 자금의 1/3을, 그리고 나머지 2/3은 다양한 민간재

우르는 “콴두 아트 페스티벌(KuanDu Art Festival)”을 개최한다. 이 페스티벌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종

단과 매체가 후원한다. TNUA가 제공하는 재원은 보통 전체 행사 예산의 15% 미만에 그친다. 따라서 자금조달 문

합 예술 페스티벌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이 페스티벌은 TNUA의 모든 전공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회이며, 일반인들

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은 행사 기간 동안 전문단체와 발표를 감상, 관람 및 배울 수 있고 초학제적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행사는 보통

일반인들이 감히 꿈 꿀 수 없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다. 우리 애니

TNUA와 대만 문화부 및 일부 민간 후원단체들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무대 공연 프로그램들이 티켓

메이터들은 모두 매우 낙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감히 꿈을 꾸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KDIAF는 초창기부터 비영리 무료 이벤트로 운영되고 있어 비용을 충당하기에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KDIAF는 이제 겨우 8회를 맞이했지만, 이미 중대형 규모의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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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먹는 몇몇 이정표를 달성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기 위해 씨름해야 할 많은 산적한 문제

As we all acquainted with the film festivals since there are hundred of thousand of them out there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있다. 그리고 앞으로 KDIAF를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in the world at the current time, on site or online, the very value of why the film festival should have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재들에게 영향을 주고 모든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들에게 영향

existed might have been the research interest for many scholars to elaborate, even though it is still

력과 영감을 불어 넣는 것이다. 노력을 멈추지 말고 큰 꿈을 꾸자!

at the infant stage. Though it is somehow hard to identify the critical successful factors amongst all
different types of film festivals, particularly in Animation Festivals. We could still look into its critical
conditions of how we evaluate and analyse the static for getting a better overview of it.
For framing film festivals, De Valck defines that: ‘For several decades film festivals have been
successful in helping people find films and guiding audiences in acquiring refined tastes, for example
in world cinema, experimental films or restored items from the archives. At film festivals one can
immerse oneself in cinephile peer communities and take advantage of all the expert selections,
discussions and film reviews. Festivals, in other words, not only make a variety of films available, they
also frame the films in a rich discursive context.’ (De Valck 2008, 19).
Indeed, film festival in a way is for the directors to circulate their films, but also meanwhile to build
up the reputation and to construct their network. However, it is difficult still to research upon the
circulation of the films and the impacts to the director and spectators during the festival. Rüling (2009)
observes film festival from an organization point of view and considered film festivals as a dynamic
force that respond to external impulses, but also influence the film industry agenda.
In Wong’s book Film Festivals – Culture, People, and Power on Global Screen (2011, 2) she elaborated
Pierre Bourdieu’s idea in his publication, Distin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and
said that “Festivals define the very cultural capital of that cities and nations embrace as brand-name
events for cities of the creative class.” As we could see those world famous festivals such as Annecy
International Animated Film Festival, Ottaw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and etc., the branded
name of the cities have became the name of the animation festival, just like the Oscars because the
enhancement from the “cinephile communities”.
Animation is an intriguing genre in the film domain. It could be seen as part of visual art with unique
takes in temporal sense, every frame counts as part of creative progress. Just like Bosma (2016)
pointed out that in animation production, “… every frame is patiently filled with constructed image,
digitally or manually. Other filmmakers have to deal with recordings of reality, animators have to face
the intimidation of an empty canvas.” On the other hand, animation is also an indispensable part of
cinema industry where has distinctive characters and settings, so as passionate spectatorship gets
involved. Nowadays we might also need to add on all the online platforms to analyse further, but that
would be another subject to discuss about.
Hosting an animation festival, one should recognise all different facets of animation and give each film
the equal treatment in either artistic or commercial purpose. However, this doesn’t mean there are
no problems in this model. As the scale of funding in production indeed might well affect the result of
the quality of producing a film. Therefor to avoid the situation of only big-budget film gets awar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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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esolutions has been often employed in many animation festivals, is to set up more alternative

Since 2014 – phase of taking shape as a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awards to encourage and allow the pure creativities to be flourished. Who would know one day those
raw creative talents will become one of mainstreams in the animation world, or will become the

As from 2014, the 4th edition of KDIAF, the director and curatorial team have decided to move up

leading figure to conduct a further development in animation production in the future.

a notch and aiming a bit further by host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ategories. It was almost

KuanDu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KDIAF) was started in 2011,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mission impossible at the beginning with such a small organisation team as well as limited budget to

of the Animation Department at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in Taiwan. The background of

do something in scale. However we took very serious consideration and look into the pros and cons,

establishing the Department was rather surprisingly simple – there were not a single department

we then decided to focus on what we do have the privilege about, and in which means the venue as a

was set up with only focusing in animation production in Taiwan back then. Most of the similar

University indeed helps.

departments would also emphasis on related domain such as game design, media art, graphic desig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NUA) was established in 1982 and has its reputation being one

and their applications and etc. From the combination of the subject we could see the concept of

of best art university in Asia. Each October at TNUA we host the “KuanDu Art Festival” that includes

institutions are trying to educate those students towards a more commercial and supply-for-industry

dance performances, theatre plays, exhibitions, concerts, so as film festival and animation festival

needs. Therefore in TUNA we are inclining and determined to expect the career pathway of animation

(KDIAF). It is a full-on artistic festival with many programs. From the strategic point of view, it is the best

students be more emphasising at their artistic and creative approaches.

opportunity for students from all subjects in TNUA and so as general public to appreciate, watch and

Animation in TNUA at the moment only consists with one hundred and sixty-eight undergraduate

learn from the professional organisation and presentations, even to be acquainted with the cross-

students, six full-time faculty members, two administrators and one guest professor. Full time staffs

disciplines arena. The overall event is normally funded by TNUA, the Cultural Ministry and some

are automatically be in the core curatorial team as well as pre-selection committee for festival. There

private funding bodies. Though most of stage performance programs will also receive ticket revenue,

are so far eight editions of KDIAF, and we can look at it in two phases: one is the initiating phase

but it would never be able to cover the cost. In this case that since very beginning KDIAF is a non-profit

starting from 2011 and another one is taking-shape phase in starting up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free for ticket event to participate.

and other programs.

Apart from the director of KDIAF Jack Shih who is also the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each year
we have taken the rotation amongst all full-time staff - the curatorial team, to exercise the curatorial
perspectives in different terms. The structure of program though remain flexible to be changed at

2011~2013 – initiating phase of KDIAF

times, but the main categories in programming is more or less consists with competition International
Animation Shorts and Graduate Animation Shorts, and will select some also interesting works from

100

When Animation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2011, there were three full-time teaching staffs. They

the entry-pool to be programmed in Out-of-Competition programs. Also other usual festival events

were determined that animation students should be able to align their work to a wider perspective,

will be planned such as master class, workshop and animation school presentation. The latter one is

not limited to the current local development. Therefore with a very limited budget, we started up the

rather important as KDIAF is held by an academic institution - T NUA,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will

first phase of KDIAF.

be one of the key purpose of host the festival. To be able to introduce the animation school around

KDIAF was then planning the programs based on invitation-only system, as it would be a more precise

the world would allow the students and professionals to comprehend the historical and present

practice to observe the capability of how much the Animation Department and the institution TNUA

development of animation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could actually accommodate. In the other word, in terms of curating the program, in what scale of the

As for the feature film programs, due to the nature of complexity – screening and distribution policies,

festival we could be more in control but remaining challenging? Therefore in the first three editions,

therefore in KDIAF we remain as invitation-based programming. Each year we have travelled to visit

KDIAF invites selected works from animation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also invited known

other animation festivals such as Annecy International Animated Film Festival and the World Festival

animators to be the guest of honour who also runs master classes and workshop to the students.

of Animated Film Animafest Zagreb, for selecting and inviting the latest feature film productions and

Meanwhile we also started to let students getting involved in organisation management as well as

the directors/animators. Also we would select the production which is recommended by cultural

planning progress, even practicing to host the guests by taking part in the hospitality team. Until 2014,

division from embassies in Taiwan if it is suitable to our annual topic.

we were prepared to move on to next phase of development.

Each year the curator will decide and discuss among the curatorial team to give a topic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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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certain subject or country to curated programs and guest invitations. Animation is a dazzling
media genre that is not only advocating director’s artistic style, latest creative technical developments,
but also with its fascinating performances via hand-drawn, three-dimensional CGI, stop-motion and
experimental etc. various techniques and styles.
Since 2014, the Kuan Dog Prizes have been awarded all types of animated work. Those awarded
animation also went ahead to win more awards in other important festivals such as Annecy and

강연자 소개│Speaker

Oscars. It could only show the trajectory that KDIAF is taking now is on the right path; and the festival is
becoming an outpost of all professionals to get further recognition in the world.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환상성의 사실화 전략

Though the core organisation team remains small – with only 6 to 8 people, but the energy to

Realism Strategies for 3D Computer Animated Fantasy

accomplish a good animation festival have never been in doubt. In KDIAF, students take really
important part of being festival staff. Every member of core curatorial team would take on one or

김유미 KIM Yumi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wo working items, i.e. hospitality, administration, visual design, screening, etc. to supervise and work
with selected student accordingly. In one hand we are training students to be familiar with how the
actual film festival would work and directly practicing on the event. But on the other hand, we would
also like them to learn and reflect on what could we improve in the future from the feedbacks, then
later also pass on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to the selected students next year. This could have
presented many potential problems due to lacking of experience, but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rather crucial that student do learn something heavily linked to their subject and meanwhile gaining
some actual experiences and insight of it.
In terms of funding, it is not so unfamiliar with all festivals organisers that, to generate the funding
would be one of most difficult task in planning and hosting one festival. Although KuanDu Art Festival

김유미는 중앙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연구로 영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양대에서 겸임교수, 한예종,

held by TNUA would have some funding from school’s annual budget and some government support,

강원대, 홍익대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디자인 및 3D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로서 애니메이션 제작 및

KDIAF is almost a standing alone activity that does its fund rising each year. The funding structure

BIAF 전시 큐레이터(2014), 원불교 중앙총부 법등축제(2018) 전시의 VR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넓은 영역의 프

would normally made up by one-third of funding from Cultural Ministry (by separated proposal from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the KuanDu Art Festival,) and two third of funds are from varies private foundations and media. The
TNUA fund would normally consistently stays below 15 present of total event budget. Therefore
we could see the difficulty in funding would still be one of the outstanding issues that we will always
encounter in the future.
It takes a team of passionate people to accomplish a big dream that normal people wouldn’t be dare
to dream of. As animators, we are all so optimistic and imaginative. We dare to dream and wouldn’t

KIM Yumi earned a doctorate in the Art and Science of Image at Chung-Ang University, and is curently
teaching at Hanyang University as a lecturer in design and 3D. In addition, as a freelancer, she
participates in a wide range of projects, including animation production and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exhibition curator in 2014 and VR Contents production for the light exhibition of
Buddhism festival of the Headquarters of Won Buddhism.

mind of trying hard to achieve the best result. KDIAF is only at it 8th edition but have already achieved
some milestones that is equivalent as a medium-large scale of a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We are humble since there are so many things and problems we will still need to work on to solve
and learn from mistakes. And there are so many items that we would like to enrich further for KDIAF
in the future. The goal is ultimately not only hosting an event, but be impactful to all the new talents
and being influential and inspirational to all animation professionals. Let’s keep on working har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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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에서 컴퓨터 그래픽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실사 영화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건물이나 환경을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들어 인물을 합성하거나 인물에 이미지를 합성하고 디지털 액터를 등장시키는 등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에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의 환상성은 사실성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일까. 조형 예술에서 환상성이 유효하려면 재현하

활용된다. 때문에 실제와 혼동될 만큼 정교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하여 사실주의에 관한 의문과 고찰들이 대두되어

는 대상과 관계하는 현실과 그것의 대안이 될 가능성의 세계가 필요하며 관객이 두 세계 사이에서 진동을 느낄 때

왔다. 더욱이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모든 전통적 드로잉 방식을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였기에 필연적으

환상은 성립한다(대상적, 재현적).⑷ 그림이나 영상의 환상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성립하려면 먼저 현실요소

로 미적 특성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도 사실주의는 하나의 중요한 화두다. 그러

가 관객에게 인식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요소들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재결합할 때 관객은 그것을 대안현실

나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재현적이지만 실제와 지시적 관계가 없으며 또한 비현실적 서사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사

로 이해하게 된다.⑸ 즉 환상은 현실과의 관계없이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현실과의 유대가 강할수록 환상은 강한

실성을 언급할 때 환상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득력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성격은 낭만주의적인 것으로도 치환해볼 수 있다. 애니메이

먼저 애니메이션의 환상성은 동화, 설화적 서사적인 것과 함께 자유롭게 변화되는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에이

션의 자유로운 시공간과 형태의 왜곡 그리고 운동의 탈주는 애니미즘적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 비합

젠슈테인(Eizenstein)은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재현적이지만 여러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비정형의 원초적 원형질

리적인 마법과 판타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미학적 특성은 낭만주의적이다.⑹ 즉 외형적으로 사진적

(protoplasmaticness, 原形質)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봤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물리법칙에 따른 운동

사실주의를 표방하는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과학적 신뢰성과 낭만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앤

을 닮아있지만 다른 한편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한다.⑴ 캐릭터들이 걷거나 뛰는 등 행동이

드류 달리의 주장처럼)새로운 차원의 리얼리즘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⑺ 더불어 디지털 이미지와 사실주의의

현실의 운동법칙을 따르다 일순 높은 건물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1톤(ton) 망치에 맞아 찌그러졌다 원형을 회복하는

관계에 대해 스티븐 프린스(Stephen Prince)의 감각적 리얼리즘(perceptual realism)을 보면, 그는 공룡과 같은 실

등, 현실에서 불가능한 행위들이 있다. 에이젠슈테인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극찬했던 원형질적 특성은 다시 칼

존하지 않는 상상의 디지털 이미지가 합성된 실사 푸티지(live action footage)가 관객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의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集團無意識)으로 환원하여 생각해볼 수

지는 건 삼차원 세계와 유사한 법칙들이 관찰될 때라고 한다. 삼차원의 공간에서 위치하는 방식, 상대적 크기, 텍스

있다. 집단무의식은 원시시대부터 역사를 거듭하면서 유전적 또는 진화적으로 전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처의 표현 밀도, 움직이는 방식, 더불어 물, 불과 같은 3D 다이나믹스와 같은 요소들이 실제 물리적 법칙과 유사해

공통적 무의식이다.(집단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과 구별된다.) 원형은 의식될 수 없고 원형적 이미지나 상징으로

보일 때 관객은 그것을 감각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⑻

나타날 때에만 대면할 수 있다. 즉 집단무의식은 여러 층위의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형은 인간, 동물 또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에서 환상을 감각적으로 사실화하는 방식을 제작 기법과 기술에 관계하여 보도록 한다.

는 기하학적 형태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육화되어 나타나며 또는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상으로 나타난
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둠, 혹은 선과 악의 갈등’ 원형은 용과 싸우는 영웅의 형태로 주조되거나, 또는 ‘죽음과 재생
관념’의 원형을 영웅의 일생 속의 표상인 에피소드나 미궁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더불어 신화, 옛이야기, 우

애니메이션의 재현 방식

화, 서사시, 민요, 드라마 등의 방대한 역할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이미지 생산 능력이었다.”⑵ 이처럼 무의
식은 역사적 시간을 거듭하면서 종교, 신화를 탄생시키며 또한 집단무의식은 개인의 예술행위에도 각인되고 집단

초기 애니메이션은 이미지 실험으로 미학적 실험성을 다양하게 보여줬지만 미국 디즈니 스튜디오의 상업화 성공

무의식을 기저로 타인에게 감흥이 될 수 있다. 무의식의 구체화는 다른 말로 ‘환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으로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시장은 재현적이며 영화적 사실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사실주

물리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의 이중구조로 되어있으며 심리적 현실인 무의식적 욕망은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게 된

의 경향은 종종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페인팅이나 실사영화와 다른 층위로 현실을 조

다. 근대에 합리적 사고가 부각되면서부터 비가시적인 것들은 모두 현실에서 배제되고 ‘환상’이라 구분되어 현실과

작하고 또는 실제와 닮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환상적 사실성을 만든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더욱이 애니메

의 대립 개념이 되었다. 죽음, 욕망과 같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출현하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균열에서 환

이션은 2000년대 전후로 2D 드로운 애니메이션에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많

상 이미지들이 생성된다.⑶ 결코 환상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현실과의 관계에서 그 틈새와 결핍에 대한 반

은 부분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과의 접점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제작 도구의 변화로 많은 표현 양식의 교환이 이

동으로 표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식의 발로가 타인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무의식이 존재

루어졌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바탕엔 사실적 표현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 애니메이션에

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애니메이션의 자유로운 형태와 움직임의 변형은 일정부분 원시적
무의식의 투사이며, 이러한 이미지적 특성이 애니메이션의 환상성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
형질적 환상성은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근대적 합리화로 균열된 상실을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매개
4) 이윤희, 「애니메이션의 환상성과 리얼리티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12호(2007), p.93.
5) 위의 글, p.95.
6) 문재철,「디지털 애니메이션의 낭만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애니메이션연구』, 11권 1호 (2015. 3), p.82.
1)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학』, 향연, 2005, p. 95 에서 재인용.

7) 위의 글, p.82.

2) 송태현, 「카를 구스타프 융의 원형 개념」, 『인문콘텐츠학회』, 6호(2005.12), pp.29-30 재인용.

8) Stephen Prince, Digital Visual Effects in Cinema: The Seduction of Reality, Rutgers University Press, PP.31-37의 내

3)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소설, 영화, 동화,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환상서사』, 문예출판사, 2012, pp.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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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02│감성의 구성 The Composition of Emotions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환상성의 사실화 전략

Realism Strategies for 3D Computer Animated Fantas

y

서부터 3D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제작 방식의 변화에 따른 미적 표현방식이 어떻게 관계되
는지 볼 것이다.
초기 디즈니 스튜디오는 첫 극장용 장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4) 제
작에 앞서 1932년 이래로 애니메이터들에게 무료 라이프드로잉 수업을 제공하였다.⑼ 이는 충분히 존재할법한 캐
릭터의 형태와 움직임의 표현 뿐 아니라 실세계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움직임과 형태 즉 영화적 사실주의를 성

그림 1. <피노키오> 오프닝 ⒁

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선형원근법의 활용이다. 선형원근법은 이차원의 평면에 삼차원 공간의 환영을 만드는 전
통적 회화 기법으로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에서도 삼차원 공간의 환영을 원근법으로 재현했다. 그러나 수작업 애
니메이팅과 이차원 평면의 원근법은 영화적 사실주의 측면에서 사실성에서 벗어나 있다. 먼저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제작 방식은 이렇다. 애니메이팅은 종이를 플리핑(flipping)하면서 이미지의 잔상으로 중간 또는 다음 움직임
을 상상하며 그림을 채워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플립핑으로 페그 바(peg bar)에 끼워 고정시킨 종이의
구멍(peg hole)은 헐거워지고 결국 드로잉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변경된다. 또한 눈의 잔상에 의한 움직임의 궤적
과 부피의 변화를 추측하는 작업 방식은 미세하고 정확한 움직임 표현에 적합하지 않다.⑽ 따라서 과장된 움직임
들은 사실적 재현 목표와 수작업의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명된 대안적인 사실적 표현방식으로 생각된다. 또
한 삼차원의 배경은 애니메이션 카메라가 움직일 때 카메라의 움직임에도 배경은 변함이 없어 이내 환영은 깨지
게 된다.⑾ 이에 대한 고민은 멀티 플레인 카메라(multiplane camera)의 발명으로 이어진다. 전경, 중경, 후경으로
배경을 여러 레이어로 분리 후 카메라가 움직일 때 각 레이어를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여 삼차원의 공간감을 표현

그림 2. <피노키오> 카메라 이동에 따라 원근법에 따라 배경이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보이도록 배경의 형태가

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차를 타고 거리를 보면 나의 위치-시선이 변함에 따라 풍경 또한 변화되지만, 카메라의 이

변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⒂

동에도 변화되지 않는 배경으로 이내 삼차원의 환영은 깨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D 컴퓨터
그래픽스와의 합성이 있었다. 1980년대 CAPS(Computer Animation Production System)의 개발로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 1991)에서 캐릭터성이 필요한 촛대나 시계는 드로잉 방식으로 제작되고 간단한 식기들
은 3D CGI로 만들어 서로 합성하였으며, 3D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무도회장과 드로잉 캐릭터를 부분적으로 합성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 또한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 고유의 미적양식을 보전하는 범주에서 투명한 방식으로 사실

하는 등 삼차원의 환영을 전통적 애니메이션에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⑿⒀

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면, 1990년대 후반 픽사(Pixar)의 <토이 스토리>(Toy Story, 1995)를 위시로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은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재편되어 차별적 방식으로 환상의 사실성을 강화하였다. 3D 캐릭터의 움
직임은 사람의 관절 구조와 운동방식을 표현하기 적절한 방식으로 리깅(rigging)되고 각 관절은 수학적 보간법으
로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삼차원의 배경은 3D 캐릭터와 함께 사실적인 텍스처와 디
지털 라이팅과 그림자 그리고 자연현상을 모사한 시뮬레이션과 다이나믹스의 활용으로 보다 실제와 유사한 표현
들이 가능해졌다.

9) ANIMATION TREASURES, https://one1more2time3.wordpress.com/2008/09/20/over-the-roofs/, 2007.07.23.에서 참조.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아나>에서 사실적 표현의 기술의 활용에 따른 효과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10) 문재철, 김유미, 「2D 핸드 드로운 애니메이션과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의 액팅 (acting) 스타일 비교-클로즈-업을 이용한
감정표현을 중심으로」,『만화애니메이션연구』, 36권(2014, 9), pp.151-153.
11) 실상 애니메이션의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는 고정되고 그림을 움직여 효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영
화의 카메라 움직임과 차이가 있다.
12) 박재윤,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변화 –미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영상예술학-애니메이션 이론 전공 박사학위논문(2014. 8).
13) 무도회장은 게임에서 cube mapping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네모상자에 렌더(rendering)된 후 계속 변화되는 배경의 원근법에
맞춰 변화되는 캐릭터 드로잉을 위에 위치시킨다., https://www.intjournal.com/0512/beauty-and-the-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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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Carl Gustav Jung. The collective

<피노키오>(Pinocchio, 1940)

unconscious is the unconsciousness shared by humanity genetically or evolutionally over time from

<모아나>(Moana, 2016)

the primitive ages (the collective Unconscious is different from individual consciousness). Archetype
cannot be sensed and may only be encountered when it appears as an archetypical image or
symbolism. This means that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nsists of multiple layers of archetype, which
is incarnated in whatever manner as a human, animal or geometric form or take a form that can be
expressed as an image. “For example, ‘light and darkness or conflict between good and evil’ archetype
is created as a hero fighting against a dragon or ‘death and revival concept’ of archetype is expressed
in an episode as a symbol of heroic life or symbol of a maze. In addition, it is image reproduction
power of human mind that creates a wide variety of areas such as myths, old stories, fables, epics, folk
songs, and dramas.”⑵ In this way, the unconscious resulted in religions and myths over tim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is imprinted in artistic acts of individuals and can move others. Materialization
of the unconscious also can be called 'fantasy.' Our reality is of dual structures: physical reality and
psychological reality, and unconscious desire as psychological reality appears as a dream and fantasy.

1) Park Seong Soo, 『Animation Aesthetics』, Hyangyeon, 2005, recited at p. 95.
2) Song Tae Hyeon, 「The concept of the archetype in Carl Gustav Jung」, 『Human Contents of Association』,
No.6(2005.12), recited at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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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ational thinking became important in modern times, invisible things were all excluded from reality

water and fire look similar to the law of physics in the real world, the audience perceive them as true. ⑻

and divided into ‘fantasy’, becoming a concept opposite to reality. The distance between problems

In the section that follows, this paper examines how fantasy can become perceptual realism in

ceaselessly lingering in our reality such as death and desire and inability to solve these problems

animation in relation to produc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leads to the creation of fantasy images.⑶ Fantasy cannot be separated from reality and comes out
as a reaction to the gap and lack in relation to reality. Therefore, what makes this expression of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Animation

unconscious understood by others is the existence of the universal human unconscious. In this

Even though animation showed the possibility of aesthetic experimentation via image experiments

respect, free and diverse movements in animated films that do not conform to the law of physics in

in many ways in its infancy, commercialization success of the Walt Disney Studios made the entire

the real world are partly the projections of the primitive unconscious, which can be seen as related to

animation market become representational and pursue cinematic realism. Accordingly, realistic

animation's fantasy. Therefore, such protoplasmatic fantasy can be understood by anyone and serve

trends of animation are often criticized, but it is noteworthy that animation manipulates reality in

as a medium to solve loss due to modern rationalization indirectly.

different layers than paintings or live action films or creates fantastic reality of a new dimension on

How is animation's fantasy related to reality? To make fantasy effective in formative arts, a reality

the basis of similarity to reality. Also, around the 2000s animation witnessed a new change from 2D

related to the object to represent and a world of possibility as its alternative are required, and

drawn animation to 3D computer animatio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with hand-drawn animation,

fantasy establishes when the audience feels vibration between the two worlds (the object and its

but it is certain that change of production tools has driven exchanges of many expression methods.

representation).⑷ For fantasy of a picture or video to establish with no doubt about its authenticity,

It was possible by digital technologies for realistic expression.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realistic elements need to be perceived by the audience first, and when the other elements are

aesthetic expression methods fueled by changes in technologies and production methods from

combined differently than in reality, the audience can realize it as an alternative reality.⑸ Fantasy is

traditional animation to the use of 3D computer graphics are related.

not possible regardless of reality and can be more persuasive as it is more closely related to reality.

Before the production of its first-ever full length animated film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4),

Furthermore, this characteristic of animation can be seen as that of romanticism. Free distortion

the Walt Disney Studios provided its animators with life drawing classes for free since 1932⑼ in order

of space-time and form and escape of motion in animation can be seen as animistic aspects, and

to attain cinematic realism, that is, motions and forms that follow laws of the real world as well as

given its unrealistic magic and fantastic nature in content, animation is romantic aesthetically. ⑹

the expression of forms and motions of characters that may exist. Also, linear perspective was used,

In 3D computer-generated animation that stands for photographic realism in appearance, use of

which is a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 to create illusions of 3D space in 2D plane, and in hand-

technologies has resulted in forming realism of a new dimension by combining scientific reliability and

drawn animation, illusions of 3D space were expressed in perspective. However, manual animating

romantic imagination (as Andrew Darley claims).⑺ In addition, as far as Stephen Prince's perceptual

and perspective in 2D plane is not realistic from a viewpoint of film realism. When it came to the

realism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mage and realism is concerned, he says that live action

production process as a basis, animating is a method by which pictures are filled, flipping sheets of

footage as an imaginary digital image that does not exist like dinosaurs is accepted by the audience

paper and imagining in-between or the next motion in afterimage. However, repeated flippings make

without resistance when laws similar to the 3D world are observed. In addition to positioning modes

peg holes of paper fixed in a peg bar loosened with the location of drawing changing continuously. In

in 3D space, relative size, texture representation density and moving methods when 3D dynamics like

addition, guessing changes in the trajectory of motions and change in volume by afterimages in the
eyes is inappropriate for expressing subtle and precise movements.⑽ Consequently, exaggerated
movements are thought of as an alternative realistic method of expression invented at a point where

3) Na Byong Cheol, 『Fantasy and Reality- Fantasy narrative in novel, film, fairy tale and animation』, Munye
Publishing, 2012, pp. 17-23.
4) Lee Yun Hee, 「A Study on the Fantastic and Reality in Animation」, 『Cartoon ad Animation Studies』, Vol. 12
(2007), p.93.
5) ibid, p.95.
6) Moon Jae Cheol, 「A Study on Romantic Nature of Digital Animation」,『Animation Studies』, Vol. 11 No. 1(2015.
3), p.82.
7) ibid,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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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tephen Prince, Digital Visual Effects in Cinema: The Seduction of Reality, Rutgers University Press, see PP.31-37.
9) See ANIMATION TREASURES, https://one1more2time3.wordpress.com/2008/09/20/over-the-roofs/,
2007.07.23.
10) Moon Jae Cheol & Kim Yu Mi, 「Comparison of acting styles in 2D hand drawn animation and 3D computer
animation - focusing on emotional expressions using close-up」,『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Vol. 36
(2014, 9), pp.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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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of realistic representation and limitations of manual work conflict with each other. Moreover,

However, while these approaches aimed to strengthen realism in a transparent way to the extent that

as 3D backgrounds never change despite the camera moving, illusions are shattered soon.⑾ As a

preserves aesthetics unique to hand-drawn animated films, the animation industry at large adopted

solution to this problem, a multiplane camera was invented. Backgrounds are split into multiple layers

3D computer-generated animation to reinforce reality of fantasy in a different manner as in Toy Story

such as foreground, middle ground and background, and as the camera moves, each layer moves

(1995) of Pixar in the late 1990s. Motions of 3D characters are rigged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at different speeds, expressing 3D space. As we drive a car on the street, the landscape changes

expressing the structure of human joints and movement patterns, and every joint was expressed

depending on the change in our position-attention. If the background never changes despite the

realistically and exquisitely using mathematical interpolation. In addition, the 3D background made

camera moving, 3D illusions are shattered right away. Of course, 3D graphics compositing was used

more realistic expressions possible by using 3D characters, realistic textures, digital writing and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1980s, with the development of CAPS (Computer Animation Production

shadow, simulation of natural phenomena and dynamics.

System), hand-drawn candlestick and clock characters and simple tableware produced by 3D CGI
were merged together in Beauty And The Beast (1991). Also,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mbine 3D

*Based on the discussions so far, effects of realistic expression techniques used in Moana are

illusions and traditional animation as shown in the 3D software-generated ballroom sequence and

assessed.

drawn characters blended together.⑿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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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na>(2016)

조영은 CHO Youngeun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키트 공동역자
(Associate Translator of The Animator’s Survival Kit)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etching on film, painting on film 및 컴퓨터를 이용한 2D 애니메이
션을 작업하여 상영 및 전시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및 영상에 관한 전시를 기획하였
다. 국내 다수의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 <애니메이션 실습>, <디지털 이미지> 등에 대한 강의를 하
였다. 저술로는 <Animator’s Survival Kits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키트>를 공동 번역하였으며, <이미지와 상상력과
애니메이션 기획>을 공동 집필하였다.
CHO Youngeun completed her Ph.D. in the Art and Science of Image at Chung-Ang University. She
showed and displayed of her work of arts such as an etching on film, a painting on film and 2D
computer animations. She organized exhibitions about animation and video images in Korea and
China. And also, she gave lectures about ‘what animation is?’, ‘animation practice’ and ‘digital images’
at a number of universities. In addition, she co-translated into <The Animator’s Survival Kit> and cowrote <The Image, Imagination and Anim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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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킬(움직이게 할) 수 있다”며 그림에 대한 독자적 설명을 덧붙였다. 애니메이션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접했던 기
법인 그림, 즉 드로잉을 통해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정의했으나, 드로잉 이외의 기법들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애니메이션은 영화와 함께 화려한 영상 언어를 구사하는 영상 작품들을 쏟아 내면서 1900년대 사진기와 영사기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이 가진 불변적이고 본질적인 점을 꿰뚫어 본 노먼 맥라렌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기술 영상 시대의 막을 올렸다. 초기부터 애니메이션은 제작기법상의 이유로 영화보다 제작 기간이 오래

생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고유한 정의를 내렸다.

걸리고 자본과 인력도 더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영화감독들이 수많은 작품을 제작하고 개봉하며 엔터테인먼트 산

드로잉 기법은 1900년대 초기부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기법으로 지금도 자주 접할

업의 중심에 서는 동안,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Frame by Frame’으로 제작해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제작 기법으로

수 있다. 드로잉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방법이자 의미작용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음성이나 문자

인해 혼자서 제작하는 작가들은 경쟁 시장에서 한발 물러나 자신만의 작품에 매달려 영상산업의 주변부에 머물러

언어와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체계라는 점이다.⑵ 바르트는 드로잉과 사진의 차이를 논한 글에서 드로잉을 도상학

야 했다. 그러나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자 영화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기호로 분류하고 있다. 사진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지만, 드로잉은 가능하다.

탁월한 대안이 되었다. 복제와 시뮬레이션이 자유로운 디지털 영상 시대의 이미지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게임, VR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드로잉과 같이 작가라는 주체의 눈과 마음을 거쳐서 손끝으로 모방하고 재현한

등 영상 전 분야의 경계를 지워버렸는데, 그중에서 ‘Frame by Frame’인 애니메이션의 제작방식이 핵심이 되었다.

것을 의미한다. 애니메이션 작가는 시각적 기억과 현실과 닮은 인상의 결합을 통해 이미지를 재현하게 되는데 이

그러므로 컴퓨터의 발명으로 디지털 시대의 영상 언어와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는 같은 지점에서 배태되고

미지는 시각적 정신작용을 통해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영역에 속하는 가공 현상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애니메이션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라고 말할 때, 사진과 같은 실제 이미지를 닮은 것보다는 작가의 시각적 정신작용을 통해 심리학적이고 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영상 장르에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이 사용되면서,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 또

회학적인 가공 현상으로 작가의 손을 통해 모방 되고 재현된 이미지를 뜻한다. 애니메이션은 작가가 그린 한 장의

는 그려진 이미지와 실재 이미지의 차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가 제작방식에

스틸 이미지에서부터 의미작용을 시작한다. 이렇게 스틸 이미지를 이미지 언어로, 연속적인 이미지는 영상 언어라

서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모든 장르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고 구분해볼 수 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달라졌고, 원래 애니메이션 장르가 가진 순수성과 고유성이

애니메이션 작가의 관점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과정과 습득하는 과정⑶이 드로잉기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점차 흐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물이 애니메이션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지금 애니메이션 장르가 가진 고

이를 통해 기표와 기의의 특징을 갖게 되고 영상 언어가 작용한다. 영상 언어는 이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혼합

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가 제작 기

체로 유추적인 도상적 기호와 조형적 요소들이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고 조율되어 의미를 생산한다.⑷ 그러므로 복

법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으로 움직임과의 관계를 통해 접근해보려고 한다.

잡한 의미구성체인 애니메이션의 영상 언어를 이해하고자 할 때 분절된 최소단위에 스틸 이미지에 대한 고찰보다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는 ‘Frame by Frame’의 제작 기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야 하는 수고로움 때문

연속된 이미지의 단위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고유의 특성을 프레임과 프레임 간

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법상의 고유한 특징을 보인다. 이것을 애니메이션 영상 언어가 차별화된 지점으로 보고

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던 노만 맥러렌의 정의에 따라 주로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품에 나타나는 의미체들이 움

이러한 영상 언어를 주로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세 가지 관계를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재현된 대상의 조

직임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애니메이션의 영상 언어라고 정의하고 다음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형성과 움직임의 관계 및 공감각적 현상. 두 번째, 쇼트와 움직임의 관계 및 쇼트가 주는 감성. 세 번째, 내러티브와
움직임의 관계, 메타모포시스. 이러한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 특징을 통해서 혼종적인 디지털 영상 시대에

1) 조형성과 움직임의 관계 속에서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가 주는 순수한 감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인 <공룡 거티⑸>는 당시 획기적인 작품이었다. 맥케이는 1만 장이 넘는 그림을 혼자 모
두 그려냈는데, ‘Frame by Frame’으로 모든 작업을 혼자서 드로잉 했다. 그의 신문연재에 나오는 거티의 이미지
와 애니메이션 작품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Ⅱ. 애니메이션의 영상 언어

조형이란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든다는 뜻으로, 시각예술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조형으로
창작한다. 애니메이션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미지나 감성을 드러내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이

애니메이션 정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NFB의 핵심 작가 중 한 사람 노먼 맥라렌이 내린 것으로 “애니메이

용한다. 조형을 이루는 시각적 요소에는 형태, 색깔, 구성, 텍스쳐를 꼽을 수 있다.⑹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종이 위

션은 움직이는 그림의 예술이 아니라 그려진 움직임의 예술.”⑴ 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그림 이외에 오브제나 컴퓨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주로 손으로 그려진 드로잉에서 비
롯되었다. 노먼 맥라렌은 나중에 ‘그림’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는 물체, 인형과 인간은 그리지 않고도 애니메이션

2) 33p, 이미지와 기호, 마르틴 졸리, 이선형 옮김, 동문선, 2004
3) 18p, 디지털 영화의 미학, 박성수 지음, 문화과학사, 2001
4) 52p, 영상 이미지 읽기, 마르틴 졸리, 김동윤 옮김, 문예출판사, 1999
5) 이미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5413&cid=58544&categoryId=58544

1) 18p, 움직임의 미학, 모린 퍼니스 지음, 한창완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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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p, 영상 이미지 읽기, 마르틴 졸리 지음, 김동윤 옮김, 문예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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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로잉할 때 현실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형태, 색깔, 구성 텍스쳐를 통해 작가의 주체적인 취사선택 과정이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프레임은 쇼트와 결부된다. 쇼트는 영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떼

수반된다.

는 순간까지의 장면을 부르는 말로, 연속적인 장면의 최소단위이며, 피사체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쇼트의 종류
가 나눠진다. 영화에서 쇼트의 종류는 6개의 기본 범주로 익스트림 롱쇼트, 풀 쇼트, 미디엄 쇼트, 클로즈업 쇼트,
익스트림 클로즈업 쇼트가 있다.⑼ 이러한 쇼트들은 내러티브 중심의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영화의 영상 언어와 유
사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영화와 차별화된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작가들
은 쇼트와 움직임의 관계 속에서 독특한 영상 언어의 특징을 사용하기도 한다.
마이크 듀독 드빗은 3D 애니메이션이 영상 소비의 주요 자리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차별
화된 맛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한 장의 프레임
으로도 충분히 미장센⑽을 활용한 미학적 가치가 있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쇼트의 구성이 뛰어나다. 마이클 듀독
드빗의 작품은 여백을 충분히 둔 롱쇼트 안에 지배요소로 전신이 드러나는 대상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수도사와 물고기>는 프레임 안에 수도사와 물고기의 움직임에만 시선을 고정
하게 한다.
그림 1 공룡 거티 신문연재

그림 2 공룡 거티 애니메이션

작가의 취사선택의 과정을 통한 조형된 시각적 요소들은 기표로서 기의와 연결되며 의미작용을 한다. 흰 바탕에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공룡 거티는 사실적이지 않다. 실존하지 않는 동물로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당시 관객
의 정서적 감흥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간단한 드로잉으로 그려진 대상이 움직이고 묻는 말에 대답하는 등 기대 이
상으로 마치 살아있는 존재같이 움직이자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은 사라지고 공감을 얻어내는 반전이 일어났다. 우
리의 인식 체계 밖의 이미지에 대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감각기관의 관습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공감각

그림 3

그림 4

그림 5

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조형적으로 사실적 재현에서 거리가 멀고 도상적인 기표에 가까운 이미지가 시각 기관이나
다른 기관과 더 용이하게 인식적 상호작용이 일어나 기표와 기의의 간격을 메우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바르트는
이와 같은 특징을 광고 이미지 분석에서 시도했는데, 이러한 공감각의 현상은 시각적 메시지에 있어 도상적이고
조형적인 관계의 일상적인 측면으로 보았다.⑺ 도상적인 이미지와 조형적 이미지를 비교해 볼 때, 도상적인 이미
지가 움직일 때, 이미지의 사실성이 부족해도 공감각적 현상을 쉽게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림 6

그림 7

2) 쇼트와 움직임의 관계 속에서

그림 3,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레임 내에 물고기와 수도사의 움직임을 주로 원거리 쇼트로 보여준다. 그리고

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영상 언어의 최소 분절 단위이자 미학적 장치이기도 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쫓아다닐수록 쇼트는 더 원거리로 멀어지다가 마침내 수도사는 물고기와 함께 춤을 추며 그림

다. 그러나 사진, 회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은 한 장의 프레임으로 완성될 수 없는 시간 예술로 영화와 연극을 더 닮

5과 같이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끝이 난다. 그림 6과 그림 7은 관객의 관점에서 수도사와 물고기를 가장 가깝게 볼

아있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은 시간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

수 있는 쇼트임에도 불구하고, 두 대상을 각각 풀 쇼트로 담아내고 있다.

는 메시지를 연속되는 프레임 위에 올려놓기 위해 프레임의 지배요소⑻로써 움직임을 만드는데 수고를 쏟는다.

7) 176p, 이미지와 기호, 마르틴 졸리 지음, 이선형 옮김, 동문선, 2004
8) 지배요소는 형상, 색조, 선과 질감, 또는 움직임 등을 주요 대조(dominant contrast)를 통해 프레임 안에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
는 요소이다. 이렇게 감독의 의도에 따라 지배요소를 배치하면 장면의 전후 맥락 중에서 화면의 특정한 부분을 주목하게 보게 된
다. 72p, 영화의 이해, 루이스 자네티,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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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p, 영화의 이해, 루이스 자네티, 현암사
10) 미장센 mise en scene은 원래 프랑스 연극 용어로 무대 위에 연극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미장센이 적용
되는 곳은 연기를 하는 공간, 즉 관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되는 경계를 구성하는 프로시니엄 아치가 있는 곳까지이며, 이렇게 의
도적으로 연출된 공간 밖에 관객들이 있다. 58p, 영화의 이해, 루이스 자네티,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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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듀독 드빗 감독은 주로 롱쇼트 혹은 익스트림 롱쇼트 속에 등장인물의 전신 움직임을 주로 보여주고 있고,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림자, 새와 같은 대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롱쇼트의 사용으로
인해 프레임의 지배요소인 움직임에 좀 더 쉽게 몰입하게 돕고, 등장 인물에게 관찰자적인 시점을 유지하게 된다.
마이클 듀독 드빗 감독의 다른 작품들, <붉은 거북>, <아버지와 딸>, <청소부 톰>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쇼트 구성
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니매이션에서 움직임과 쇼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근접 쇼트에서 큰 움직임을 그린
다면, 프레임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서 장면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지만, 롱 쇼트에서는 큰 움직임도
잘 읽어낼 수 있다. 영화가 주로 몽타주와 클로즈업 쇼트를 이용하여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보게 하는 영상 언

그림 <Heart> 에릭 오

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애니메이션은 간소화된 배경 위에 롱 쇼트로 대상의 전신 움직임에 주시하게 함으로써
연극을 보는 것처럼 관찰자적 타자가 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과 쇼트의 관계를 통해
서 본 애니메이션 영상 언어의 특징은 간소화된 배경의 롱 쇼트 안에 신체 전부를 이용한 움직임을 절대적 지배요
소로 집중시켜 의미생성을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는 애니메이션의 기법적 순수 감
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영화의 영상 언어와 차별화된다.

흑백으로 이루어진 하늘만 존재하는 공간에 붉은 하트가 떨어지고 이상한 얼굴을 가진 남자가 하트를 주워든다. 그
리고 이 하트를 얻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하는데, 흥분하거나 싸울 때, 그들의 머리와 몸은 정형화되
지 않은 모습으로 일그러지고 부풀기도 하고 나누어지거나 기다란 선들이 튀어나와 연결되기도 한다. 현실에서 불
가능한 그들의 모습과 변화하는 형태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목표물을 얻기 위해 싸우고 경쟁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메타모포시스로 시각화하여 그들의 기분과 상태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3) 내러티브와 메타모포시스(움직임)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타모포시스는 작품의 내러티브 전개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끊임없이 움직

폴 웰스는 그의 책 Understanding Animation(애니마톨로지)에서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메타모포시스는 내러티브

이는 몸과 머리의 변형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는 한 지점으로 모이고 감당할 수 없도록 커지는데, 문제의 거대한 덩

연속성의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을 이루고, 메타모포시스 전후 이미지들의 고정된 속성들 사이에서 유동적인 추

어리에 사람들이 연결되어 끌려다니다가 머리에서 나온 선으로 목이 졸려 죽게 된다. 이 작품은 사건의 전개부터

상 단계를 정의하는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스타일에 다른 차원을 추가시킨다.⑾”고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메

비현실적이며, 대사를 통한 내러티브가 없다. 그러나 생소하고 낯선 움직임과 변화하는 형태가 작품의 내러티브를

타모포시스는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선의 전개나 형태의 변화, 대상이나 환

이어가고 관객은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의 조작 등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가 전적으로 다른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애니메이션 작가는 메타모포시스를 통해 “이것이 변형되는 것을 보라”고 강조함으로써 초현실적 장면의 설계에

메타모포시스는 제작 기법상 논리적인 사고보다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표현적이고 감성

동참시키고자 한다.⑿ 이렇게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인 메타모포시스는 변형 전과 변형 후의 관계 속에서

적인 면이 월등하다. 특히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연속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내러티브를 전개하여 의미를 드러낸다. 메타모포시스는 ‘Frame by Frame’의 기법으로 실제 일어날

내면의 감성과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함축적이고 경제적인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 중 하나

수 없는 변형을 그려냄으로써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시각적 충격 효과와 함께 내러티브를 진전시키며 상징적 의

이다.

미생성을 한다. 때에 따라 의미 생성이 약하더라도 그 언어는 관객의 눈을 사로잡고, 메타모포시스는 애니메이션

영상 언어로서 메타모포시스를 접근하고자 할 때, 이미지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내러티브 전개에 핵심적인 요

의 내러티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징적 영상 언어로 독특한 지각적 경험을 주는 애니메이션 고유의 미학적

소인지가 중요하다. 영화에서 메타모포시스를 사용한다면, 디졸브와 같은 컷 편집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특성을 가진다.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요소로 사용하기에는 기법상의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에서만 다루어
질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 영상 언어로 내러티브와의 관계 속에서 접근해보려고 한다.
작가 에릭 오의 작품 <Heart>는 등장인물의 몸의 형태변화를 이용하여 내러티브를 전개하고 있는 작품으로 2010
년부터 2012년까지 앙시, 히로시마, 자그레브, 시그래프와 아니마 문디 등 12개가 넘는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상
을 휩쓸었다. 이 작품은 내러티브 전개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의 고유한 영상 언어인 메타모포시스를 효과적으로 제

Ⅲ. 결론
지금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초현실적인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마치 사실인 것

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기표와 기의 관계를 보여준다.

11) 124p, 애니마톨로지, 폴 웰스, 한창완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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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2p,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메타모포시스 연구: 본인 작품<어부바>를 중심으로, 김의정,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13[국내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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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구성할 수 있는 시대이다.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적이고 정교한 몰핑과 메타모포시

Ⅰ. Introduction

스와 같은 이미지 조작이 가능해져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고유의 전유물로 규정하기 어려워졌다. 본 연구는 애니메
이션 매체가 가진 순수한 감성과 고유한 특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Animation has ushered in a technology-based film age using a camera and imaging equipment in

결론적으로 애니메이션의 고유한 영상 언어를 ‘Frame by Frame’이라는 제작 기법으로 인한 움직임에 근거하여

the 1900s together with movie, producing pieces using beautiful film language. From its inception,

접근해보았을 때 영화와 구분되는 애니메이션 감성을 추적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조형성과 움직임의 관계에서

animation required longer time, more money and staff than cinema due to its production methods.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 언어는 조형적 완성도가 높은 이미지보다 도상적 이미지가 공감각적 현상을 잘 불러일으

For this reason, whereas movie directors produced and released many films at the forefront of the

킨다. 둘째, 쇼트와 움직임의 관계에서 애니메이션의 영상 언어는 신체의 움직임이 롱 쇼트로 나타날 때, 공감의 폭

entertainment industry, animation directors who worked alone had to remain on the fringes of the

을 크게 한다. 그리고 그 공감은 관찰자적 타자로서의 공감을 의미한다. 세 번째, 내러티브와 움직임의 관계에서 메

film industry, becoming less competitive in the market, because of the then labor-intensive frame by

타모포시스는 내러티브의 핵심적 역할을 할 때 시각적 상징성을 획득하고 의미를 생성한다. 메타모포시스는 내러

frame production method. However, this animation production method was a great alternative that

티브와의 관계 속에서 직관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감성을 가져온다.

made up for what cinema could not express in a digital era. Images of the digital film era which can be
reproduced and simulated freely erased boundaries across sectors of film such as animation, movie,

주제어 : 애니메이션, 영상 언어, 프레임 바이 프레임, 움직임, 조형성, 쇼트, 메타모포시스, 소통, 감성, Animation,

game and VR, and the ‘frame by frame’ production method of animation was at the center. It can be

Film language, Frame by Frame, animation, animated motion, formativeness, communication, sensibility

said that with the invention of computer, film language and film language unique to animation in the
digital age were coined and established on the same foundation.
Application of animation production techniques to all the fields of the film industry with the help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led to the removal of differences between animated film and
live action film or between drawn image and real image. Given that film language unique to animation
is the product of production methods, it is natural that characteristics of animation appear across
genres. Accordingly, perceptions and notions about animation before the digital era have become
different, and its original purity and uniqueness has grown to be vague. Now that most videos can be
grouped into animation, there is a growing question about the identify of animation as a genr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be found by examining a relationship to animated motion, on the basis of
the notion that animation's film language is the product of its production methods.
Film language of animation has uniqu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to increase efficiency
because animation is a labor-intensive process requiring repeated drawings based on frame-byframe production technique. This differentiates animation film language, and this paper examines
animations primarily using this sort of film language in terms of three kinds of relationships;
firstly,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veness of a represented object and animated motion and
synesthesia, secondly, relationship between short and animated motion and sensibility of short, and
thirdly,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animated motion, that is, metamorphosis. This study aims
to look to pure sensibility given by film language unique to animation in a hybrid digital video age, on
the basis of these characteristics of film language of animation.

Ⅱ. Film language of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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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known definition of animation is that of Norman McLaren, an influential founder of NFB:

of Norman McLaren's definition in which characteristics of animation are found between frames, this

“Animation is not the art of drawings that move but the art of movements that are drawn” ⑴ Although

study defines film language of animation 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of meaning

a variety of means are used to produce an animation such as pictures, objects and computer,

appearing mainly in drawing animation and animated motion and examines it in terms of the following

animation starts from hand drawing in most cases. Norman McLaren later used the word ‘drawings'

three types of relationships.

"for a simple and rhetorical effects; “static objects, puppets and human begins can all be animated
without drawings..." It seems that he could not exclude methods other than drawing even though he

1)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tiveness and animated motion

defined animation as a medium through picture, or drawing, which was the most familiar technique.

The first theatrical animation Gertie the Dinosaur⑸ was an innovative piece at that time. McCay drew

Having an insight into never-changing and essential aspects of animation, he defined animation in an

over 10,000 sheets of picture all by himself in the frame by frame method. His Gertie in the newspaper

unique way based on its production methods.

comic strip and that in the animated film have different sorts of formativeness.

Drawing was a method most widely used intuitively in animation making early in the 1900s and is

Formation refers to a process making a shape using a variety of visual materials, and visual artists

still in use today. It is the oldest method of expressing images, has a system of signification and is a

create works by formation process. Animators also hire visual elements to show images or sensibility

different communication system than voice or letter.⑵ Barthes classifies drawing into iconographic

that they have in mind. Formative visual elements include shape, color, composition and texture.⑹

sign in his study on the difference of drawing and photography. Photography cannot establish the

When rendering on a sheet of paper, animators do not represent reality as it is, but select shapes,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but drawing can.

colors, compositions and textures as they like.

Here, image, like drawing, means what is copied and represented by an artist through the eyes
and mind and with the fingers. Animators represent images by combining visual memories and
impressions looking like reality, and such images are the product of processing phenomenon that
belongs to the domain of psychology or sociology through visual activity of mind. When we speak of
animation image, it means an image copied and represented by the fingers of an animator through
visual activity of mind as a psychological and social processing phenomenon, rather than something
similar to actual image like photos. The significance activity starts from a sheet of still image drawn by
an animator. This sort of still image can be classified into image language and sequential image into
film language.
Selection and acquisition processes by the viewpoint of the animator⑶ mainly appear in drawing
methods, from which anim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making

Figure 1 Gertie the Dinosaur

film language work. Film language is a set of different elements, and analogical iconographic signs

newspaper comic strip

Figure 2 Animation "Gertie the Dinosaur"

and formative elements are grouped together and coordinated to produce meaning.⑷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film language of animation as a complex significance system, it is more

Visual elements formed by the animator's choice are connected to the signified as a signifier for

appropriate to use sequential image units, instead of fragmented still images. Therefore, on the basis

signification. The Gertie the Dinosaur, drawn in simple lines on a white background is not realistic at
all. Since it was impossible to read expressions on the face of the unrealistic animal, the animation
emotionally appealed greatly to the audience at that time. When they saw drawn objects in simple

1) 5p, Maureen Furniss, Art in Motion, Revised Edition: Animation Aesthetics, John Libbey Publishing; Revised

lines moving and answering questions like a living creature beyond their expectation, the audience

edition, 2001
2) 33p,

Image and Sign, Martine Joly, translated by Lee Seon Hyeong, Dongmunse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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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p,

Aesthetics of Digital Film, Park Seong Soo, Munwhagwahaksa, 2001

5) Images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5413&cid=58544&categoryId=58544

4) 52p,

Video Image Reading, Martine Joly, translated by Kim Dong Yun, Munye Publishing, 1999

6) 73p,

Video Image Reading, Martine Joly, translated by Kim Dong Yun, Munye Publishin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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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 favorable reviews, throwing away their preconceptions against it. Synesthesia happens when we

attracting attention of the audience. He effectively uses animated motion of an object whose full body

tend to fill with existing practices of sensory organs about an image outside of our cognition system.

appears as the dominant element in a sufficiently long shot.. The Monk and the Fish, one of his major

It often happens in animated films that an image not a formatively realistic representation but closer

films, makes the audience pay attention only to the animated motion of the monk and the fish in a

to an iconographic signifer interacts cognitively more easily with visual organs or other organs and

frame.

narrows the gap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In his attempt to analyze these characteristics
for advertising image analysis, Barthes views this synesthesia as iconographic in visual message and
as daily aspect of formative relationship.⑺ In comparison of iconographic image and formative image,
the former is more likely to cause synesthesia when it moves, despite lack of reality of the image.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ot and animated motion
Frame is the smallest unit of animation and a shot segment unit and aesthetic means of film language.
Unlike photograph and painting, animation is a temporal art that cannot be complete with a single

Figure 3

Figure 4

Figure 5

frame and is more like movie and play. Therefore, anim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ime. Animators are careful to create animated motion as the dominant element⑻ of frame in order
to place his message on frame sequences.
In animation, frames showing animated motion are related to shot. Shot is a filmmaking term referring
to a scene from the moment pressing the camera button until releasing it. It is the smallest unit of
sequential scene, and there are a variety of short depending on how to take a picture of the subject.

Figure 6

Figure 7

In filmmaking, there are basically 6 types of shot.: extreme long shot., full shot., medium shot., closeup shot., and extreme close-up short shot.. These types of short are used in narrative-centered full-

As shown in Figures 3 and 4, the animated motion of the fish and monk in a frame is displayed mainly

length animated films in a similar manner to film language of cinema. However, animators who mainly

as a long distance shot.. As he chases the fish to catch it, the short becomes more distant, and

use film language unique to animation different from cinema employ characteristics of unique film

ultimately, the monk dances with the fish and disappears from the screen as in Figure 5. Although

langua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ort and animated motion.

Figure 6 and Figure 7 are the shorts in which the audience can see the monk and the fish most closely,

Michael Dudok De wit continues to release pieces fascinating audiences with differentiated charms

the two objects are shown in a full shot..

of drawing animation even though 3D animation dominates video markets. His works are valuable

Michael Dudok De wit shows mainly full body animated motions of characters in long shot. or extreme

as they use mise en scene⑽ with a single frame sufficiently, and excellent in the composition of short

long shot. and uses objects like shadow and birds to show the lapse of time. Long shot. allows for
easier immersion into animated motion as the dominant element of frame and helps maintain a third
person view point about characters. Michael Dudok De wit's other works such as The Red Turtle, Father

7) 176p,

Image and Sign, Martine Joly, translated by Lee Seon Hyeong, Dongmunseon, 2004

and Daughter, and Tom Sweep also use similar short constructions.

8) The dominant element is an element that draws attention of the audience to the frame through dominant

As discussed earlier, animated motion and shot.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in animation.

contrast of shapes, colors, lines and textures or animated motions. If the dominant element is placed as the

If bigger animated motions are drawn in a close shot.,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scene because

director wants, this leads the audience to pay attention to a specific part of the screen in the context before

the entire frame look like shaking. In a long shot., however, it is easy to understand bigger animated

and after the scene. 72p, Understanding Movies, Louis Gianetti, Hyeonamsa
9) 20p, Understanding Movies, Louis Gianetti, Hyeonamsa
10) Mise en scene is a French term that means placing all elements on stage for a play. Mise en scene is applied
to the space for performance, that is, the area until the proscenium arch separating the stage from the

motion. Whereas cinema uses mainly montage and close-up shot. for the audience to empathize with
the object, animation makes the audience pay attention to full body animated motions of the object
in a long shot. on a simplified background as they watch a play as a third person. In other words,

seats, and the audience are seated outside this intentionally designed space. 58p, Understanding Movies,
Louis Gianetti, Hyeon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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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메커니즘을 위한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상언어

A Unique Film Language of Animation for Emotio

nal Mechanism

characteristics of animation film languag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ted motion and
shot. generate meaning by focusing full body animated motions as an absolute dominant element
using in a long shot. on a simplified background. In this sense, film language unique to animation
exhibits technically pure sensibility of animation, making it different from that of movie.

3)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metamorphosis (animated
motion)
In his book entitled Understanding Animation (animatology), Paul Wells notes that “Metamorhposis in

Figure 9 Heart by Erick Oh

animation achieves the highest degree of economy in narrative continuity, and adds a dimemsion to
the visual style of the animated film in defining the fluid abstract stage between the fixed properties
of the images before andn after transition.”⑾ As he argues, metamorphosis shows how an image
is transformed into another, that is, an image turning into a totally different one by changing in the
development or shape of lines or manipulation of an object or environment.
Methodologically, metamorphosis is more effective in showing the stream of consciousness than
in logical thinking and excellent in expression and sensibility. Especially, as it shows a surreal and
unrealistic sequence of image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inner sensibility and consciousness
are displayed symbolically. Therefore, it is one of the film languages unique to animation that are
implicative and economical.
In order to approach metamorphosis as a film language, it is important to know whether it is
a key element of narrative development beyond simple changes of image. If used in movies,
metamorphosis can be expressed simply by cut editing like dissolve, but there are a lot of technical
issues that make it hard to use it as a key element to lead the narrative. Therefore, this study
approaches it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with narrative as a film language having characteristics unique
to animation.
Animator Erick Oh's Heart develops the narrative using changes in the body shape of the characters. It
was played and won awards at over 12 film festivals from 2010 to 2012, including Annecy, Hiroshima,
Zagreb, SIGGRAPH and Anima Mundi. It shows a high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by effectively presenting metamorphosis as a unique film language of animation to

create a surreal atmosphere. By visualizing various emotions they feel when fighting and competing
to get it through metamorphosis, this animation allows the audience to feel their emotions and state
intuitively.
Here, metamorphosis functions as a key element in the narrative development of this animation.
Du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stantly moving bodies and heads, their problem converges into
a single point and becomes bigger beyond control, and the people are connected to and led by this
big mass of problem and finally strangled to death by the line from their heads. This animation is
unrealistic in its development and has no narratives using lines. However, strange and weird animated
motions and changing shapes lead its narrative, and the audience can understand the message
intuitively.
Animators attempt to invite to the design of surreal scenes by stressing "See how it is transformed,”
using metamorphosis. ⑿ Like this, metamorphosis as animation's unique film language delivers
meaning by developing the narrative visually in the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transformation.
Describing the transformation that is impossible in reality using the frame by frame method,
metamorphosis gives a surreal feeling and generates a symbolic meaning by developing the narrative
with visual impacts. Even if this signification is sometimes weak, its language draws attention of the
audience, and metamorphosis has aesthetic characteristics unique to animation that provide special
perceptual experiences in a symbolic film language playing a key role in animation narrative.

develop the narrative.
In a space with black and white sky, a red heart is falling down from the sky, and a strange looking man
is picking it up. When people are gathering and fighting to get this heart in excitement, their heads and

Ⅲ. Conclusions

bodies are distorted irregularly, swelled up or divided or long lines are protruding from their bodies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ir appearances and changing shapes that are impossible in reality
12) 32p, A Study on Metamorphosis in Animation: focusing on the author's Eobuba, Kim Eui Jeong, Graduate
11) Paul

Wells, Understanding Animation, Routledge; 1 edition (June 2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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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그림, 움직이는 이야기
Moving Image, Moving Story

Today, advances in computer animation technologies have made it possible to depict surreal objects
as real ones and construct them as reality. The development of 3D computer animation technologies
has allowed for realistic and sophisticated morphing and image manipulation like metamorphosis,
making it hard to say that they are not just for animation only. This study started from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pure sensibility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animation as a medium.
To conclude, it was possible in this study to figure out animation sensibility different from cinema
by approaching animation's unique film language based on animated motion using the frame by
frame production method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tiveness and animated motion,
film language of animation more easily causes synesthesia about iconographic images than highly
formative image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ort and animated motion, film language
of animation gives greater synesthesia when animated motion of the body appears as a long short,

강연자 소개│Speaker

움직이는 그림, 움직이는 이야기
Moving Image, Moving Story

에릭 오 Erick OH
2018 안시 TV 제작상 부문 대상 수상 애니메이션 감독
(2018 Annecy Awards The Cristal for best TV production, Animation Director)

and this synesthesia means that of a third par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and
animated motion, when it plays a key role in the narrative, metamorphosis obtains visual symbolism
and generates meaning.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narrative, metamorphosis brings about intuitive,
unrealistic and surreal sensibility.
Key words: short, metamorphosis, animation, film language, frame by frame, animated motion,

Erick Oh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그의 작품은 안시 애니메이션페스티벌, 히로시

formativeness, communication, sensibility

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자그레브 영화제, SIGGRAPH, 아니마문디, Annie awards 등 다수의 영향력있는 애니메
이션 영화제에서 상영, 소개 되었다.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UCLA 영화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
터 2016년까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입사하여 <인사이드 아웃>, <도리를 찾아서> 등의 작품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Tonko House에 합류하여 <PIG: The Dam Keeper Poems>를 감독하였고 이 작품은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TV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Erick Oh is a Korean filmmaker / animator based in California, USA. His independent films have
been introduced and award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Student Academy
Awards, Annie Awards, Annecy Animation Festival, Hiroshima Animation Festival, Zagreb Film Festival,
SIGGRAPH, Anima Mundi and more. After receiving his BFA from Fine Art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MFA from UCLA’s film program, Erick worked at Pixar Animation Studios
from 2010 to 2016 as an animator to participate in Oscar winning films like 'Inside Out' and 'Finding
Dory'. Erick recently joined Tonko House, founded by Dice Tsutsumi and Robert Kondo, also former
Pixar artists and directed 'PIG : The Dam Keeper Poems' which was nominated at Annie Awards 2018
and won the Cristal Award at Annecy Animation Festiv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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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다양한 예술 기법이 존재한다. 각 기법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물론 중

There are diverse artistic techniques.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respect

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이에 벽을 만들어 감히 넘나들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감히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of each of these techniques, but I think that setting barriers among them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예술매체는 이미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종합해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애

and concluding it is impossible to cross such barriers is an anachronistic idea. In this sense, certain

니메이션일 것이다. 문학과 회화, 음악과 음향, 거기에 영화 문법까지 더해져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은 그것을 접

artistic media have incorporated diverse expression methods, one of which is animation. Combining

하는 이에게 그야말로 종합 선물세트와 같은 경험을 제공해준다. 어린 시절 우연히 접했던 만화영화의 한 장면이

literature and painting, music and acoustics, and cinematic grammar, animation provides viewers with

기억의 한켠에 자리 잡아 정서를 만 들어주는 것도, 어느 실사영화를 보면서도 쉽게 눈물짓지 않는 성인 관객이 한

experience like an assorted gift set. It might b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of animation that a scene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것도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 때문이 아닐까?

from a cartoon film we happened to see in our childhood still remains in our memory and an adult

필자는 대학에서 회화와 영화를 전공한 후, 약 10년 정도 미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who has never wept when watching a live action film is moved to tears by an animated film.

만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전공해야한다는 통념을 갖고 있다면, 필자가 걸어온 길이 과연 가장 효

I studied painting and film at university and have been working for over 10 years in the animation

율적이었는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는 언제나 한 가지에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f one believes making animation requires a degree in animation, my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고 공부했던 듯하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표현한다는 것. 물론 어렸을 때에는 단순

career to date could have not been that efficient, but looking back on my childhood, I seem to have

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따라 그리는 것이 좋았다.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상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focused on a single subject whenever painting or studying: recording and expressing my thoughts and

이 너무 멋졌고, 언젠가 그런 일을 꼭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feelings. When I was young, I was simply fond of replicating animation characters. It was wonderful for

나이를 먹고, 세상을 배워가면서 애니메이션의 무궁무진한 다양성과 깊이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욱 그

me to draw the imaginary world that animation showed and I dreamt of working in this industry. But

기법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즈음 깨달았던 듯하다. 애니메이션, 즉 ‘움직이는 그

as I became older and knew more of life, I realized how diverse and deep animation would be from

림’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중심에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

my experience. Since then, I studied hard to know technical aspects of animation. And around that

고 그 이야기는 삶에 녹아있는 순수함을 바탕으로, 감정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time, I realized that animation, or ‘moving image’, moves us because it has a ‘moving story’ at its core.

후 자연스럽게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는 만큼, 이야기에 대한 공부, 아니 삶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다.

And based on the innocence in life, the story serves to arouse empathy of the audience. Afterwards, I

위에서 언급한대로, 짧지는 않은 시간 단편, 장편, 시리즈 그리고 전시를 위한 다양한 포맷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naturally studied about story, that is, life, as hard as I did about painting.

왔다. 그 작품들을 이제와 다시 보게 되면, 물론 기술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그 작품을 만들던 당

As mentioned above, I have produced animations of diverse formats for short or feature films and

시의 내 자아가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포니 (2008)’란 작품은 미국에 처음 건너가서 느꼈던 외로움과 자

exhibition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se works could be technically insufficient in many ways,

유롭고자 하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고, ‘하트 (2011)’에는 당시 남북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의 욕망과 갈등에 대

at least they show how I was when I made them. ‘Symphony (2008)’ projects my loneliness and desire

한 나의 관점이 스며들어 있다. 픽사에서 일하면서 참여했던 작품 중 하나인 ‘인사이드 아웃 (2015)’은 말 그대로

for freedom I felt during the first few years in the US, and ‘Heart (2011)’, inspired by the then relations

인간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심리학 공부는 물론 개인적인 삶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을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veals my perspectives on human desire and conflict. ‘Inside Out

표현하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최근 연출한 ‘피그 : 댐기퍼 포엠 (2017)’에는 아버지에

(2015)’ is one of the works I took part in at Pixar, and as it talks about human emotions, I did in-depth

대한 기억과 존경이 그대로 담겨있다. 따라서 모든 나의 작품들은 나의 일기이자 삶의 기록인 셈이다. 물론 자신

research not only on psychology and but also worked hard to express various emotions I felt in my

내면의 일부를 어떤 형태로든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깊은 곳에 자

life. Also, ‘Pig: The Dam Keeper Poems (2017)’, which I recently directed, embodies my memory and

리한 부분을 솔직하게 관객들과 나누었을 때 비로소 진정성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를 통해 나 역시 치유 받는

respect of my father. In this way, all my works are a diary and records of my life. Of course it was not

경험을 하게 된다. '왜 작품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언제나 일관적으로 답한다. 그것은 ‘왜 사느냐?’라

easy to show how I felt in whatever manner and I needed great courage, but when I share feelings

는 질문과 같다고. 그 만큼 나에게 있어서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작품을 만드는 행위와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deep down in my heart frankly with the audience, genuine empathy is formed, which heals me in the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nd. When someone asks me 'What drives you to keep working?’ I always answer: It is like asking me

어린 시절 순수한 기억과 아름다운 동심으로부터 내면의 깊이 자리한 어두운 상처나 욕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Why do you live?’ This means my attitude towards life is very closely connected to producing works.

다양한 본질적인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고 담아내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다. 그 시대를 반한 주제이든, 아니

From diverse perspectives, animation explores and shows a variety of essential aspects of human

면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근본적인 주제이든,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릇을 통해 그 이야기가 풀어졌을 때, 보는 이는

beings ranging from beautiful and innocent memories of childhood to hurts and desires lingering

조금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은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움직이

deep inside of us. If a story is told by means of animation, whether it is a reflection of the time or about

고, 삶을 위로한다.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은 밝고 따듯한 오늘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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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damental issue beyond time and culture, the audience would listen to the story from a broader
viewpoint and mindset with eyes wide open. Animation moves us and comfort of people today. It also
makes our life brighter and warmer today than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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