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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애니메이션의 실험적 영상연출 연구

-<탱고>와 <페스트 필름>을 중심으로

I. 서론

II. 탱고와 페스트 필름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최돈일

초 록

애니메이션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조형언어와 컷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그려내는 비실사동영상예술이다. 따라서 영상을 표현함에 있어 프레임 

내에서는 미술의 표현어법과 조형공간장치들을, 컷은 프레임과 프레임사이의 영상

어법을 충실하게 갖추어야한다. 단편애니메이션은 작가의 주관적 담론을 표현하기

위한 서사보다는 독특한 이미지표현과 다양한 영상 실험에 의해 제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독창적인 영상을 구성하는 이미지스타일이나 다양한 영상연출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연구에서는 필름조작에 의한 제작방식을 보여준 <탱고>와 <페스트 필름>의 

실험적 영상 연출의 특징을 상호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제작기법에서는 <탱고>는 라이브 영상에서 얻어낸 이미지를 셀 

매트에 직접 페인팅과 많은 옵티컬 노출공정을 통해 제작한 픽실레이션인 반면 

<페스트 필름>은 수백편의 액션영화의 장면을 선별하여 찢기, 오리기, 붙이기, 접

기 등의 다양한 콜라주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둘째, 화면공간연출로는 <탱고>는 일

반적인 화면전환을 거부하고 고정된 카메라앵글로 인물들의 비 인과관계를 반복된 

행위와 순환적 영상구조로 표현한 반면 <페스트 필름>은 인물간의 상호 대립관계

를 다양한 카메라앵글과 독특한 이미지의 화면전환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전진구조

를 갖고 있었다. 셋째, 편집에서는 <탱고>는 다양한 인물의 등장으로 여러 개의 장

면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영상이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진 롱 테이크 쇼

트로 표현되었다. 반면 <페스트 필름>은 수백 개의 다양한 쇼트에 의한 영상재구

성으로 시각적 재미와 몰입 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제작방식과는 차별화된 필름조작을 통해 

애니메이션영상표현의 확장성을 보여준 실험적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탱고>가 뚜렷한 내러티브 없이 다양한 인간들의 반복일상을 재 개념화

된 공간의 영상미로 전달한 반면 <페스트 필름>은 이항대립의 구조로 설정하고 속

도감 있는  전개와 콜라주에 의한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영상공간으로 풀

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필름조작, 픽실레이션, 콜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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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애니메이션은 이미지공간과 프레임사이의 운동을 자유롭게 조

작(manipulation)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상상세계를 

표현하는 최적의 영상매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니메이

션의 기법은 단순히 새로운 표현방법의 의미를 넘어 애니메이션

의 본질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수단이면서도 개념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기법(technique)은 물성

(Properties)이라는 재질(material)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재질을 통해 다양한 영상적 운동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기법은 실험성의 개념과 관통하

는 공유개념이며,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비자동성(frame by 

frame)은 실사영상과는 차별화된 개념이기도하다. 따라서 이번연

구에서는 단편애니메이션 중 실사(live action film) 이미지를 

원천으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확장된 개념과 다양

한 표현기법 등 실험적 영상연출의 특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연구와 함께 각 작품을 직렬식으로 

분석배열하고 상호비교분석을 통해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 해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애니메이션의 표현의 확장성

을 위한 다양한 실험성과 조형형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비실사

동영상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제되어야한다. 나아가는 장인정신의 

대표적인 실험. 단편애니메이션 중 라이브필름의 이미지조작으로 

제작된 <탱고>와 <페스트 필름>의 독창적 실험기법과 연출의 특

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단편애니메이션의 실험성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내 공간연출과 프레임과 프레임의 조합

을 통해 운동이미지(movement image)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비실사동영상예술이다. 따라서 영상을 표현함에 있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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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내에서는 미술의 표현어법과 조형공간장치들을, 쇼트

(shot)는 프레임과 프레임사이의 영상어법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실험적인 애니메이션 작가인 노만 맥라렌(Norman McLare

n)1)은 애니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그림의 예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려진 운동

의 예술이다. 각 프레임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프레임위에서 일어

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이란 프레임들 사이이

의 비가시적인 틈(invisible interstices)을 다루는 예술이다.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특한 작가의 담론을 표현하는데 있어 

대중적 서사와 표현을 고려해야하는 장편애니메이션보다는 프레

임내의 공간연출과 프레임사이의 운동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단

편애니메이션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표현방식은 

크게 사용되는 매체(재료)와 기법에 의해 장르로 나눌 수 있는데 

매체중심(컷 아웃, 클레이, 핀 스크린 등)의 경우 프레임 상에 

촬영되는 가시적인 조형요소들의 구성 원리와 관련되는 반면, 기

법중심(스톱모션, 픽실레이션, 등)의 경우 특별한 성질의 재료들

을 취급하며 촬영 작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상세한 기술적 

지식과 음악적 감각을 필요로 한다.3) 이러한 표현방식을 다양하

게 재해석하는 단편애니메이션에서의 실험성은 작품표현의 핵심

적 요소이다. 따라서 단편애니메이션에서의 실험성은 단순히 새

로운 이미지의 적용이나 표현을 넘어 기존의 영상어법의 본질적 

규칙을 재해석하고 확대하는 일련의 혁신적 개념을 말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분석하고자하는 <탱고>와 <페스트 필름>은 기

법중심의 애니메이션으로 실험성을 보다 확장한 사례이다.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

행되었음.

1) 노만 맥라렌(Norman McLaren,1914-87)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캐나다 국립영화

학교(NFBC)에서 애니메이션인재를 등용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애니메이터로 다

양한 실험적 장르를 개척하였다.

2)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학』, 향연, 2002, p.77

3) 김준양,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연금술』, 한나래, 200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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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내용
연인

등장

애인구출을 위한 다양한

(기차,차,비행기) 추격전개
연인 해후

핵심어 등장
선. 악의 이항대립

/액션의 전진구조
해피 엔딩

2. <탱고>와 <페스트 필름> 분석

2.1. 서사구조분석

 <탱고>는 등장하는 각 인물들이 서로 무관하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상행동을 반복하는 소시민에 대한 알레고리를 순환적 

구조로 전개하고 있다 <표 1> 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텅 빈 실내

에 공을 들고 들어오는 소년의 등장과 퇴장에 이어 여러 사람들

이 순차적으로 특정 공간(실내)에 들어와서 정해진 동선에서 반

복행등을 하다가 진행의 절정부에서 하나둘씩 반복행등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결국 원래의 텅 빈 실내 공간으로 원 위치

되는 순환적인 플롯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표 2> 에서와 같이

<페스트 필름>은 액션을 극대화하기위한 이항대립의 서사구조로 

설정되어있다. 주인공(영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악당의 소굴로 

부터 여인을 구출하는 내용으로 긴박감 넘치는 추격과 전진적 영

상전개,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실험을 통해 스펙터클한 액션영상

을 강조한다.

<탱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내용
빈 공간

소년 등장

다양한 사람들의 등장과 

반복행동

 할머니 퇴장

 빈 공간

핵심어 등장
군상의 일상행위

/순환적 구조
 퇴장

   표1. <탱고>서사분석   

표 2. <페스트 필름>서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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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 분석

2.2.1. 필름조작

<탱고>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라이브영상에서 얻어낸 이미지

를 특수효과와 편집과정에서 16,000장의 셀 매트(cel matte 

painting)에 직접 페인팅을 하여 수십만 번의 옵티컬(optical) 

노출공정4)과 분절촬영으로 인물들의 다양한 반복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동작이 매우 부드럽게 표현되어 마치 실제 라

이브 영상처럼 자연스럽다. 탱고의 영상공간은 살아있는 피사체

로 이미지를 얻어 프레임을 정교하게 분해하고 재조립하여 실제

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즉 드로잉애니

메이션(drawn-animation)에서 움직임의 표현을 한 프레임씩 동작

의 변화를 그려내듯이 라이브필름을 한 프레임씩 조작을 통해 영

상화하였다. 이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라이브액션필름으로 보여 

지지만 애니메이션기법을 충실하게 보여준 픽실레이션

(pixilation)5)인 것이다. 

   

 

그림 1. <탱고> 필름조작기법

4) http://cafe.naver.com/watchingani/226 참고

매트페인팅은 배경을 그려 합성하는 특수효과로 필요한 장면이 비실제적인 불가

능한 경우 사용된다. 

옵티컬(optical)작업은 촬영된 필름에 다양한 영화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광학적 

처리를 하는 작업을 말함.

5) 김일태 외 4인, 『만화애니메이션사전』, 부천만화정보센터, 2009, p.473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물의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촬영한 후 연결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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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페스트 필름>은 기존의 다양한 액션영화의 장면들을 콜

라주6)로 재구성한 애니메이션영상이다. 수천편의 영화중 300여 

편의 액션영화를 작품에 필요한 장면을 골라내어 65,000 프레임

의 사진으로 프린트한 후 이를 다시 정교하게 오려내고, 다층으

로 레이어(층)를 나누고 다시 콜라주하여 디지털스틸카메라로 촬

영하여 제작되었다.7) 즉 <표 3>에서와 같이 페스트필름은 새로운 

영상공간과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종이 찢기(조형미표현), 자

르기(영상공간미표현), 종이접기(오브제활용의 입체미), 붙이기

(인물변화표현), 다층 레이어(3차원의 공간감표현), 화면분할(효

율적 의미전달)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애니메이션 공간을 만들어

냈다. 

찢기 오리기 종이접기 

붙이기 다층 레이어 화면분할

표 3. <페스트 필름> 다양한 콜라주기법

또한 <페스트필름>에서는 독특한 이미지변형방법을 통해 영상

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 남녀를 중심으로 몰핑

(morphing)기법8)에 의한 인물의 변형(metamorphosis)9)을 보여 

6) 김일태 외 4인, 앞의 책, p.423 

인쇄물이나 그림 따위의 모양을 자르거나 가위로 오린 납작한 사물의 조각들을 

움직여 만든 애니메이션 기법

7) http://www.mimesistv.co.kr/column/jun24.htm, 전승일 분석인용

8) 김일태 외 4인, 앞의 책, p.233 

몰핑(morphing)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나 기법



381

주고 있다. <표 4>에 1의 경우는 한 여인이 3명으로 변화하는 과

정을 다양한 화면분할방식으로 구사하고 있다. 첫 번째 여인은 

화면이 갈라지는 방법으로 두 번째 여인은 화면이 삼각형으로 분

할되며 세 번째 여인은 입체화되면서 다양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등장시킨다. 2의 경우는 한 남자가 3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종

이 찢기 방법으로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이 솟아나듯이 표현하고 

있다.

인

물

변

형  

1

인

물

변

형  

2

표 4. 몰핑에 의한 인물의 메타포시스 

이렇듯 두 작품에서의 라이브액션필름(live action film)공간

은 실재의 공간이 아닌 단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기능적으로 작

용하는 재료적 공간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즉 애니메이션의 핵심

요소인 그리기 대신 분해, 복사, 찢기 오리기, 붙이기, 변형 등

을 활용한 비실사동영상(animated film)의 실험적 제작방법으로 

표현한 확장된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다.

2.2.2. 대조적 카메라 앵글과 화면연출

<탱고>는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카메라 앵글로 등장과 퇴장이 

9) 김일태 외 4인, 앞의 책, p.233 

그리스어 ‘meta'와 ’morphos'의 합성어로 모습의 완전한 변화를 뜻함. 애니메

이션에서는 형태의 연속적인 변형, 

하나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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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순환적 영상구조를 갖고 있다. <표 5>에서와 같이 탱고

의 영상이미지는 정지되어 있는 카메라로 하나의 빈 공간에서 다

양한 군상들은 일정한 행위를 반복적하며 공간을 채워나간다. 절

정을 정점으로 군상들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처음의 빈공간만

이 남게 되는 순환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때 영상의 인물들은 

마치 팬터마임처럼 소리 없이 각자의 행위를 일정하게 반복하며 

정해진 공간과 동선으로 움직이며 영상을 전개시킨다. 이러한 무 

변화 카메라앵글과 순환 영상구조를 통해 채움과 비움의 공간이 

맞닿아있으며 이를 미사여구 없는 정지앵글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관조적으로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 공간 등장
등장의 

절정
퇴장진행

마지막

퇴장
빈 공간

표 5. <탱고> 순환구조

또한 탱고의 특징 증의 하나는 전체영상이 하나의 쇼트로 이루

어져있다. 먼저 텅 빈 방에 공을 갖고 창문을 넘나드는 소년의 

행위를 시작으로 영상이 시작된다. 이러한 소년의 반복적 행위

(36번)가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여러 명(25명)의 인물이 많

은 동작(22개)이 순차적으로 겹쳐져 진행된다. 각각 인물들은 주

어진 동선에 따라 규칙적인 반복을 하나 등장된 인물들 간의 행

위는 특별한 의미적 상관관계 없이 전체영상이 하나의 쇼트인 롱 

테이크(long－take) 쇼트10)로 연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을 

10) 토마스 소벅. 비비안 C. 소벅, 주창규외 옮김, 『영화란 무엇인가』, 거름, 

1998, p.437 

다른 쇼트와 병치되기 전에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지속 되는 단일쇼트(또는 장면

이나 카메라운용). 편집을 통

해서보다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움직임을 통해, 그리고 해체되지 않은  시.공간

의 맥락 내에서 정보를 드러낸다. 

바쟁은 롱 테이크와 디프 포커스가 관객에게 이미지를 숨기지 않고 보여 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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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현실에 몰입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즉 변화 없는 단

순한 앵글과 화면연출로 인과관계 없는 인물들의 반복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이기적인 인간 군상들의 풍경을 강조해 준다.

<페스트필름>에서는 전체영상 내내 스펙터클한 액션의 추격 장

면을 강조하기위한 가장 재미있는 추격 장면을 패러디하고 이를 

다양한 카메라 연출과 화면연출로 강조되었다. <표 6>과 같이 일

반적인 화면연출방식을 벗어나 쇼트 간 조립과 화면분할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통해 영상의 속도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라운드앵글-질주 와이드앵글-속도감 이동카메라-현장감

부감앵글-극한 공포감 달리 줌-극한 현기증
비행앵글-극대화된 

속도감

표 6. <페스트 필름> 다양한 카메라연출

질주하는 말과 기차를 수평구도로 속도감을 표현하였고, 자동

차로 쫓고 쫓기는 장면은 원근이 강조된 달라는 카메라워킹으로 

콜라주 영상 레이어들간의 원근 배치를 통해 빠른 추격의 속도를 

표현한다. 이어 공중에서 추락하는 자동차장면의 경우 부감에 의

한 카메라앵글로 도시의 고층건물 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배치를 

통해 긴박한 공포감과 빠른 속도감을 보여준다. 한편 파괴된 건

물들이 도시를 뚫고 떨어지는 장면을 카메라를 역으로 돌려 보여 

에 깊숙이 개입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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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긴박한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늘에서의 추격 장

면은 비행기모양으로 오려진 인물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은 

호쾌한 속도와 비행감을 주어 마치 비행기를 타고 실제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한편 페스트필름은 화면전환방법에 있어서도 독특한 시각적 장

치를 통해 구사하고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분할된 공간에서 

달리는 남자와 여자주인공이 특수효과에 의한 공간이동을 통해 

종이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장면으로 바뀐다. 이는 화면전환을 

할 때 미술의 조형적 수단인 종이접기를 통해 형태의 변화와 장

면 간 자연스러운 연계를 하는 것이다.

→ →

그림 2. <페스트 필름> 화면전환

2.2.3. 다양한 편집연출

<탱고>는 인물의 반복행동을 교차편집에 의해 전개하고 있다. 

탱고의 인물행동은 수십 번에 걸친 소년의 등장(36번)과 퇴장과 

23장면에서 26명이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며 진행된다. 등장인물

의 순서를 보면 [그림3]에서와 같이 공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나

가는 소년-모유를 수유하는 엄마-창문으로 짐을 갖고 나가는 남

자-빨간 모자와 바바리를 입은 아저씨-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소녀-식사를 탁자에 준비하는 아내-식사하는 남편-운동하는 청년

-산 물건을 찬장에 놓는 가는 아줌마-전구를 갈다 떨어지는 아저

씨-식사를 갖고 오는 식모-옷 입는 금발 여인-화장실 청소부- 옷 

갈아입는 기관사-술주정뱅이-여자청소부-애를 달래는 아줌마-화

분과 왕진가방을 든 남자-사랑을 나누는 연인-개를 데리고 들어

오는 노인-기저귀 가는 엄마- 신문을 들고 화장실을 기다리는 남

자-탁자에 누운 할머니-공을 들고나가는 할머니로 끝난다. 즉 크

게 6개의 장면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소년을 중심으로 위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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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처럼 다양하고 많은 인물들이 교차하며 등장과 퇴장을 반복

한다. 탱고는 각 인물들의 반복행동이 한 장면에서 다양하게 겹

쳐서 보여줌으로써 마치 내용적 인과 관계가 읽혀지는 것처럼 보

이나, 사실은 각 인물들은 그저 자신만의 행위를 반복할 뿐 아무

런 인과관계 없이 진행되므로 써 관객에게 다양한 내용해석을 유

도한다.

    

그림 3. <탱고> 인물의 교차편집

한편 페스트필름에서는 다양한 몽타주편집연출이 구사되고 있

다. <그림 4>에서는 쇼트 간 유기적인 결합11)을 통해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

 A(신사)                 B(신사와 말)

= 

AB(달리는 기차)

그림 4. 구성적 몽타주편집 

11) 최돈일,『케르체네츠전투의 충돌몽타주 연출연구』, 예술과 미디어지, 10
권 2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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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사-불안한 등장)와 B(신사와 말-역할대조)의 상징적 쇼트

결합을 통해 AB(기차-추격)라는 의미를 이끌어낸다. 즉 A는 검은 

그림자와 함께 배외하며 무엇인가를 찾는 신사가 등장하여 사건

의 발단을 암시한다. B는 초조한 신사(사건발단자)와 그를 바라

보는 말(달리는=속도) 둘의 서로 다른 역할을 암시한다. AB는 달

리는 기차를 통해 본격적인 추격이 전개됨을 암시한다. 이렇듯 

A, B, AB장면을 제시함으로서 관객들은 이미 긴박하게 쫓고 쫓기

는 이항대립의 추격 영상을 예감하게 한다. 

<그림 5>는 쇼트간의 충돌을 통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충

돌몽타주12)편집 방식을 볼 수 있다. A(철로-공격)와 B(여인들-공

포)의 쇼트 간 충돌을 통해 C(자동차-추격)라는 장면을 이끌어낸

다. A컷과 B컷에서는 철로에 떨어진 쇠 덩어리 소리와 공포에 질

린 여성들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이나 공포를 익히 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스펙터클한 액션이 진행된다는 C장면의 새로운 지적 

해석을 돕는다. 

 →

 A(암시)                     B(공포) 

= 

C(추격)

그림 5.지적몽타주13)편집

12) 최돈일, 앞의 논문, p.20

13) 토마스 소벅. 비비안 C. 소벅, 주창규 외 옮김, 앞의 책,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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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페스트필름의 마지막 비행전투장면으로 쇼트간의 

율동적 조합을 통해 전개한 영상이다. A(자동차-추격)와 B(비행-

전투)의 율동적 연출을 통해 C(폭발-승리)라는 장면을 도출한다. 

이는 다이내믹한 비행전투를 극대화하면서, A컷과 B컷의 교차, 

반복편집을 통해 C컷 전투의 종료와 승리라는 메시지를 리듬감 

있게 제시한다. 즉 A컷과 B컷을 스펙터클한 자동차 질주와 비행

기전투를 시각적 3차원적인 콜라주이미지와 빠른 효과음향을 병

치하여 전개하고 있다. 

 →

 A(자동차추격)                B(비행전투) 

= 

C(폭발-승리)

그림 6. 율동몽타주14)편집

전체적으로 페스트필름에서는 각 쇼트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인물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관계적 편집과 

수많은 액션영화의 콜라주 쇼트들을 변증법적인 배열을 통해 관

객에게 긴박감 있는 영상의 몰입을 강조하며 액션영화의 오마주

(Hommage)15)로서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14) 최돈일, 앞의 논문, p.24 

15) 이경기, 『영화예술용어사전』, 다인미디어, 1999, p.337 

‘경의’ ‘존경’ ‘숭배’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영화계에서는 흔히 후배 영화

인이 선배 영화인의 업적과 기술적 재능에 대해 칭송을 보내면서 주요 트레이

드 마크 장면을 흉내 내는 행동을 의미한다. 페스트필름에서는 300여 편의 세



388

Ⅲ. 결론

지금까지 <탱고>와 <페스트 필름>의 영상연출을 비교해 본 결

과 다음과 같은 실험적 영상연출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탱고>는 라이브영상에서 얻어낸 이미지를 분절 촬영을 

통해 영상화한 확장된 픽실레이션인 반면 <페스트 필름>은 수백

편의 실사영화의 장면을 선별하여 콜라주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둘째, <탱고>는 일반적인 화면전환을 거부하고 고정된 카메라

앵글로 인물들의 비 인과관계를 반복된 행위와 순환적 영상구조

로 표현한 반면 <페스트 필름>은 인물간의 상호 대립관계를 다양

한 카메라앵글과 독특한 이미지의 화면전환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전진구조를 갖고 있었다.

셋째, <탱고>는 전체의 영상이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진 롱 테

이크 쇼트로 사유적 몰입을 강조한 반면 <페스트 필름>은 수백 

개의 다양한 콜라주쇼트에 의한 몽타주편집으로 시각적 몰입 도

를 극대화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제작방식과는 차별화된 

실사영상의 필름조작을 통해 애니메이션영상표현의 확장성을 보

여준 작품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탱고>가 뚜렷한 내러티브 없

이 다양한 인간들의 반복일상을 이미지의 분해와 재조립을 통해 

재 개념화된 공간적 영상미로 전달한 반면 <페스트 필름>은 이항

대립의 구조를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콜라주에 의한 이미지 재구성

을 통해 새로운 액션영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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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Experimental Image Direction for Short Animation Movies

-focusing in short film <Tango> and <Fast Film>

CHoi, Don-Ill

Animation movie is a non-photorealistic animated art that 

consists of formative language forming a frame based on a story and 

cuts describing frames that form the cuts. Therefore, in expressing 

an image, artistic expression methods and devices for a formative 

space are should be provided in a frame while cuts have the images 

between frames faithfully. Short animation movie is produced by 

various image experiments with unique image expressions rather than 

narration for expressing subjective discourse of a writer. 

Therefore, image style that forms unique images and various image 

directions are important factors.

This study compared the experimental image directions of <Tango> 

and <Fast Film>, both of which showed a production method of film 

manipulation. First, while <Tango> uses pixilation that produces 

images obtained from live images through painting and many optical 

disclosure process on a cell mat, <Fast Film> was made with diverse 

collage techniques such as tearing, cutting, pasting, and folding 

hundreds of scenes from action movies. Second, <Tango> expresses 

non-causal relationship of characters by their repetitive behaviors 

and circulatory image structure through a fixed camera angle, 

resisting typical scene transition. On the other hand, <Fast Film> 

has an advancing structure that progresses antagonistic 

relationship of characters through diverse camera angles and scene 

transition of unique images. Third, in terms of editing, <Tango> 

uses a long-take short cut technique in which the whole image 

consists of one short cut, though it seems to be many scenes with 

the appearance of various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Fast Film> 

maximizes visual fun and commitment by image reconstruction with 

hundreds of various short cuts.

That is, both works have common features of an experimental work 

that shows expansion of animated image expressions through film 

manipulation that is different form general animation productions. 

On top of that, <Tango> delivers routine life of divers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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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s without clear narration through image of conceptualized 

spaces. <Fast Film> expresses it in a new image space through image 

reconstruction with collage technique and speedy progress, setting 

a  binary opposition structure. 

Key words : Film manipulation, pixilation, co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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