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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속프레임 영화의 개요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영화는 24프레임/초의 포맷으

로 촬영해왔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흑백영화에서 

컬러영화로, 2D영화에서 3D영화로 전개되었고, 초당 16

프레임, 24프레임, 48프레임, 120프레임 등의 시도가 있

었다. 1초에 24프레임 보다 낮은 프레임으로 촬영하면 

관객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반면 프레

임 수가 증가하면 장면은 부드러워지지만, 제작비용도 

동시에 증가한다. 

  고속프레임률(High Frame Rate, HFR) 영화란 초당 48

프레임으로 촬영된 영화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24프레임

의 영화 화면보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화면을 보여준

다. 여기에서 나아가 48프레임보다 높은 프레임으로 촬

영하는 초고속프레임률(Super High Frame Rate, SHFR) 

영화는 영화 제작의 진전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매당 

12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화는 관객에게 눈으로 볼 수 없

는 새로운 장면을 보여준다.

  <Billy Lynn’s Long Halftime Walk>는 4K로 촬영되었

으며, 초당 120프레임으로 촬영되었다. 120FPS의 기법은 

촬영과 연출에서 높은 완성도를 요구한다. 또한 상영 등의 

시스템도 이를 충족시킬 때, 효과적인 묘사가 가능하다.

2. 초고속프레임 영화의 의의

  초당 24프레임에서 120프레임으로 변화되면 관객들은 

영 속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느끼게 된다. 길을 걷거나, 

악수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에도 일상보다 느린 장면을 

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느린 장면은 각각의 움직임을 

관찰하듯이 조망하도록 한다.

  <Billy Lynn’s Long Halftime Walk>에서는 여러 기술

적 어려움을 극복해야했다. 120프레임의 영화 제작은 촬

영, 편집, 후반작업 등에서 이전의 작업량보다 더 많은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Billy 

Lynn에 대한 묘사는 표정, 움직임 등에서 세밀함을 보여

준다. 초고속의 장면들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드럽게 

시각화하면서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체험을 선사했다. 

120프레임의 영화는 24프레임의 영화보다 현실을 보다 

정밀하게 복제하여 재현한다. 초고속 영화가 대중화되기

는 어렵지만, 시각적 지평을 확장한 것이다. <Billy 

Lynn’s Long Halftime Walk>의 감독인 Ang Lee는 “초고

고프레임의 3D 영상은 단순히 필름에 평면적 프레임만

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조명, 연기, 연

출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James Francis Cameron도 60프레임으로 <Avatar 3>를 

촬영할 계획이다. 향후 보다 많은 작품들이 고속프레임

으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겔(Hegel)은 미학 제2장에서 “예술가는 내용과 표현

기법에 대해 선택하고 대처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아

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Alfonso Cuarón도 “영화는 끊임

없는 기술적 시도를 통해 내면의 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고 하였다. 초고속프레임은 관객에게 차별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앞선 기술적 방법론은 형

식의 변화를 통해 예술의 층위를 높이는 것이다.

3. 결론

  프레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초고속프레임의 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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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초고속 프레임(Super High Frame Rate, HFR)은 관객에게 탁월한 이미지의 우월성을 전달한다. 그럼으로써 실제 눈으로 보지 못

한 장면의 생생함을 통해 작품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영화에 나타난 초고속 프레임의 장면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Billy Lynn’s Long Halftime Walk>를 중심으로 초고속 프레임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의 작품제작에 기

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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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는 관객에게 달려있다. 

연구자는 24프레임의 영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24프레임의 영화는 경제성을 

위한 것이며, 작품성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디지털의 패

러다임에서 프레임은 더욱 높아져야한다. 보다 선명하고 

탁월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호소력

과 작품성을 위해 고속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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