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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로토스코핑 기법의 미학적 가능성

  로토스코핑(rotoscoping)은 사람의 움직임을 실사 영

상으로 촬영한 후, 그 동작을 프레임 단위로 옮겨 그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로토스코핑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

로 넘어가는 1920년대, 사실적인 움직임을 손쉽게 구현

하기 위한 장치이자 예술과 과학 기술의 조합으로 탄생

한 새로운 제작 기술이었다. 오늘날 사실적인 움직임은 

3D 모션 캡쳐(motion capture)를 이용해 더 정확하게 묘

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화면 속 요소들에 그리는 이의 

관념과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로토스코핑은 3D 

모션 캡쳐와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로토스코

핑 기법의 실험적 시도와 응용을 통한 새로운 미학적 가

능성을 발견하여, 기법이 지닌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양

한 영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1. <When the Day Breaks>의 실험적 시도

  <When the Day Breaks>(1999)는 돼지 아줌마와 수탉 

신사가 겪는 우연한 사고를 다룬 이야기로, 서로 단절되

어 살아가는 각박한 현대인의 생활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삶의 연결고리를 부여하는 작품이다.[1]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NFB,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의 여성 감독 웬디 틸비(Wendy Tilby)와 아만다 포비스

(Amanda Forbis)가 공동으로 작업한 첫 단편 애니메이

션으로, 배우들의 연기를 실사로 촬영한 후 촬영된 이미

지 위에 유화 물감을 입히는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되었

다[그림 1]. 

 

▶▶ 그림 1. <When the Day Breaks>의 제작 과정 

  건조하고 각박한 도시 생활 속 타인과의 관계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이 작

품은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3개의 그랑프

리를 석권하고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

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감을 가능케 한 것은 로토스

코핑(rotoscoping)과 페인팅 온 글라스(painting on 

glass)의 결합을 통해 서사에 적합한 움직임을 만들어냈

다는 점이다. 로토스코핑 기법을 다른 기법과 결합시킨 

사례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사실적인 

움직임의 '재현(representat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가령 <웨이킹 라이프(Waking Life)>(2000)와 같이 무의

식의 세계를 로토스코핑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해 

낸 사례도 있으나, 움직임의 속도나 프레임은 실사 영상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When the Day Breaks>의 작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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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사실적인 움직임의 재현이 아닌 움직임에 대한 

‘재해석’에 가까운 시도가 이루어졌고, 로토스코핑의 원리

를 따르면서도 그 원리가 갖는 한계성을 실험과 응용을 

통해 극복해냈다.

 

1-1. 실험과 응용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제작 기법의 

특징

 <When the Day Breaks>가 서사에 적합한 움직임을 만

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작품을 위한 새로운 제작 방식의 

창출이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의인화된 캐릭터가 불러일

으키는 공감, 서사와 주제의식에 비중을 둔 재해석된 움

직임, 타 기법과의 결합을 통한 미장센 창출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각박한 도시의 현대인’이라는 인물 설정과 함

께 각 인물들은 동물의 모습으로 의인화(擬人化)되었다. 

돼지, 수탉, 쥐, 개 등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낙천적인 성격의 돼지 아줌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의 

수탉 신사 등 각 동물마다 현실적인 인간의 성격이 부여

되어 있다. 관객은 시각적으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가상의 캐릭터로 인식하면서도, 성격화된 인물

들의 행동을 통해 현실적인 공감을 느낄 수 있다[그림 2].

 

▶▶ 그림 2.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와 실사

  두 번째, 실사에 가까운 프레임의 관습적 원리에서 벗

어나, 오직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

기 위한 도구로서 로토스코핑이 사용되었다. 실사 영상

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실제 동물 가면을 쓰고 과장된 연기를 통해 각

각의 특징을 강조하였다. 이 역시 서사와 주제의식에 비

중을 두고 새로운 움직임의 표현을 재현하기 위한 작가

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로토스코핑 작업에서는 프레

임 수를 줄여 속도감을 높이거나 의식적으로 프레임 수

를 늘리는 등 실사 영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유자

재로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세 번째, 페인팅 온 글라스 기법과의 결합을 통한 미장

센의 창출이다. 화면 속 요소들은 배경에서부터 작은 소

품 하나까지 프레임 단위로 그려지는 페인팅을 통해 고

정된 위치에서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한층 동적(動的)으로 느껴지게 한다. 흑백에 가

까운 무채색의 페인팅은 무미건조한 현대 사회의 삶을 

시각적으로 대변하며, 무채색의 화면 속 움직이는 오브

제들은 불안하고 음울한 도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

달해주기도 한다[그림 3].

 

▶▶ 그림 3. 붓의 터치에 따라 움직이는 수도꼭지.

Ⅱ. 결론

  새로운 기법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 정신과 시도는 작

품을 제작하는 작가에게 요구된다. 끊임없이 그만의 새

로운 규칙과 질서로 그 시기의 미적 관습을 초월하는 실

험적인 기법을 만들어냈던 노먼 맥라렌(Norman 

McLaren) 역시, 프레임 바이 프레임(frame by frame)으

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철저히 이용하면서도 

그 원리를 뛰어넘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2]

  오늘날, 로토스코핑 기법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다

양한 영상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릴 세

레브렌니코프(Kirill Serebrennikov) 감독의 영화 <레토

(Summer)>(2018)의 열차에서 노래를 부르며 상상하는 

장면과 같이 영화 속 극적인 효과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

용되기도 하고, 레트로 팝 뮤지션 브레이크 봇(Breakbot)

의 <Baby I’m Yours>(2013)와 같이 음악을 동반한 뮤직

비디오에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살

펴본 <When the Day Breaks>의 사례와 같이, 기법이 

가진 재현의 한계를 넘어 움직임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미학을 창출해낸다면, 그 사용 범위는 점차 다양해질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해, 로토스코핑 기법의 새로운 미학적 가

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로토스코핑 기법이 다양한 영

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실성과 객

관성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응용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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