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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캐나다 출신 애니메이터 노먼 맥라렌Norman McLaren에 따르면 “애니메

이션은 움직이는 그림의 예술이 아니라 그려진 움직임의 예술이다.”라고 한

다. 그의 견해와 같이 애니메이션은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만드는 마술과 같

은 역할을 한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공간은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

지면서 발생하게 되므로 역시 다른 예술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또한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은 영화Live-action와 달리 감독의 

주관적 세계에 따라 얼마든지 창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으로 존

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출신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현대미술 작가인 타바이

모(TABAIMO)의 작품을 토대로 감독의 주관적 세계에 입각한 애니메이션에 

대해 공간 및 움직임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녀는 평면을 극대화 한 색감과 

원근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현실에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

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만들어 내는 움직임은 보편적이기 보다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타바이모의 애니메이션은 주제에 따른 감독의 세계관

을 보다 독창적으로 보이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관객은 낯설지

만 새로운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타바이모, 애니메이션, 평면적 공간, 상대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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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캐나다 출신 애니메이터 노먼 맥라렌Norman McLaren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그림의 예술이 아니라 그려진 움직임의 

예술이다.”라고 한다.1) 그의 견해와 같이 애니메이션은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만드는 마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애니

메이션에서 움직임은 생명과도 같아서 특수성을 드러내는 핵심적

인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애니메이션이 갖게 되는 고유한 특수성

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대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정

적인 대상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것은 애니메이션만이 갖는 고

유한 특성 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예컨대 근대 이전의 회화의 경

우 캔버스라는 프레임에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으며 여기에 드러나

는 이미지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움직이거나 운

동하지는 않는다. 재현으로서 역할을 했던 회화는 근대이후 사진

에게 역할을 내어주게 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감 자체의 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 

즉, 오브제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확장 되었고 나아가 신체

의 움직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물감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게 되었

다. 사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셔터에 의해 포착된 순간은 카

메라의 셔터가 닫힌 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둔 채로 존재하며 정지

된 움직임역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집약적으로 압축되어있다. 이때 

피사체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개입하지 않는 객관성을 포함한

다.2)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회화와 사진의 특수성인 것이다. 그

렇다면 영화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근대 이전의 회화와 사진이 순

간에의 포착을 기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영화는 정지된 시

간이 아닌 움직이는 시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뤼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 이전에도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

는 존재했는데 그 중 가장 처음으로 움직임을 포착한 사람은 영국

1) Thomas Lamarre, THE ANIME MACHIN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p.10 (재인용).

2) 존 버거, 『이미지』,동문선 편집부 역, 동문선, 2005, p.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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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사진가 머이브리지(Edward James Muggeridge)이다. 그는 1

피트 간격으로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성공하였다.3) 당시 사람들은 말이 달릴 때 다리가 땅에 닿는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였고 머이브리지는 연속된 촬영기법을 

통해 말의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림1. 머이브리지, The horse in motion, 1878.

영화(live-action)는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측면에

서 기존의 회화나 사진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었다. 재

현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근대 이전

의 회화나 사진의 경우 특정 순간을 기록하고 포착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그 순간을 넘어 선 시간은 관객 스스로 상상 및 

유추의 과정을 통해 파악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순간이 모여 살아있는 

표현을 하는 매체이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애니메이션에서 

‘ani’는 라틴어로 생명을 뜻하는 말이다. 흔히 애니미즘

animism4)이라고 불리는 정령신앙은 사물에도 혼령이 있다고 생각

하는 세계관으로 애니메이션의 맥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애니

3) 정헌, 『영화 기술 역사』,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9.

4) 애니미즘(animism)은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은 살아 있는 

것, 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사상으로, 라틴어의 ‘영혼’즉, 생명을 의미하는 

‘anima’에서 나온 말이다. 애니미즘은 주로 원시 종교라든가 민간 신앙에 관한 

용어이지만, 철학에서는 기계론에 대립하는 활력설(活力設:vitalism)이나 물질에는 

본래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물활론(物活論:hylozoism)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장 

디디에 뱅상 외, 이자경 역, 『생물학적 인간, 철학적 인간』, 2002,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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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션은 정지된 이미지들을 움직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움

직임은 애니메이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은 혼합된 레이어의 복합적 움직임을 근간

으로 한다. 이것은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식

의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어와 레이어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레이어 사이

의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한다. 특히 영화

와 달리 감독의 세계관에 따라 독창적으로 작용하며 상상력에 따

라 자율적인 공간 및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객은 실제를 모방하지 않은 세계에 이입하기 위해서 개인의 체

험 및 자발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현대미술 작가인 타바이모

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과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타바이모는 스크린 속에서 이미지를 극도로 평면화 시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그것과 달리 이질적이므로 작가가 만들어 놓은 

독특함을 극대화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니

메이션에서의 움직임과 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타 애니메

이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Ⅱ. 타바이모와 애니메이션

1. 타바이모 애니메이션의 평면성

 타바이모(TABAIMO, 본명:Ayako Tabata, 1975~)는 일본출신의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현대미술 작가로 2001년 요코하마 트리엔날

레Yokohama triennale에서 최연소 작가로 참가하였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현대미술 축

제로 자국 내에서도 가장 명망 있는 미술전으로 손꼽힌다. 그녀

는 국제무대에 정식 데뷔하기 이전에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서 작품을 선보였고 일본을 포함하여 프랑스, 멕시코, 핀란

드, 미국, 독일 등 10여 개국에서 이미 두각을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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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1999년 교토조형예술대학교(京都造形芸術大学)를 졸업한 

후 2002년 27세의 젊은 나이로 모교의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현재

까지도 작품 활동 및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5)

 타바이모는 1999년도 이후 데뷔이후 벽면 전체를 이용할 정도

의 큰 스케일의 설치작업을 선호하였다. 그녀의 애니메이션은 기

본적으로 손 드로잉(hand-drawing)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스케

치를 한 후 스캔을 하여 디지털로 편집하는 방식을 취한다.6) 또

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마치 일본의 전통판화(우키요에7))를 연상

시키듯 강렬하고 진한 색채가 인상적이다. 

<그림 2>은 타바이모의 작품이고 <그림 3>는 일본의 우키요에 

작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의 작품이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 평면적으로 면 분할을 하는 것과 강렬한 색채, 그리

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 등이 두 작품의 공

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타바이모는 카쓰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예컨대 부분적으로 모노크롬을 도

입하거나 특정 부분에서 노란색에서 파란색 혹은 붉은색으로 그

라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8) 타바이모는 주로 현대 

일본사회의 암울한 문제점-예를 들면 과거의 것과 글로벌리즘이 

공존하는 일본 내부의 갈등-을 강렬한 색채와 대비시켜 드러내는

데 이것은 마치 블랙코미디를 연상하기라도 한 듯 겉으로는 밝고 

경쾌하지만 내용적 측면으로는 씁쓸한 느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키요에는 근대 이전 전쟁과 가

난에 시달렸던 서민의 현실을 염세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으

5) Steven T. Brown(ED.), Cinema Anime, Palgrave Macmillan, 2006, p.189.

6) 앞의 책, pp.189-190.

7) 김승연과 신지연은 우키요에(浮世繪)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키요에는 

일본의 다색목판화이자 풍속화를 뜻하며 ‘덧없는 세상, 허무하고 근심스러운 세

상’이라는 뜻을 가진 우키요(憂き世)에서 유래되었다. (중략) 이후 유럽의 동양 

선호주의인 자포니즘(Japonisme)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서양 근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마네, 모네, 고흐 등 많은 화가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었다. (김승연 

외「일본의 우키요에가 19세기 후반 서양 미술사에 끼친 영향」,『기초조형학연구』, 제13권 4

호, 2012, p.52.)

8) Chris Gehman, Steve Reinke, The Sharpest Point, YYZ Books, 2005,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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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타바이모(Tabaimo), Japanese Bathhouse-Gents, 

video installation, 2000 (좌)

그림 3.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19세기경 (우)

며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되자 현실의 즐거움을 안고 살아가자는 

풍토로 변하게 되었다.9)  

타바이모의 작품은 2차원의 공간을 부정하지 않고 유지함으로

써 평면성을 지키고 있다. 시원하게 나뉜 면과 단일 색채로 이루

어진 화면은 평면임을 더욱 극대화 한다. 이것은 근대 이전의 서

양 회화가 원근법 등에 의해 캔버스에 현실을 재현했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서양의 원근법은 15세기 이탈리아 건축가 브루

넬레스키(Brunelleschi)에 의해 탄생하였고 후에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가 그의 저서 『회화론』10)에서 원근법을 이론

화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화가들은 2차원 평면에 실재(實在)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바이모

는 반드시 알베르티의 기하학적 원근법에만 의존하여 공간을 표

현하지 않았다. 원근법은 화면에서 깊이를 만들어내는데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형태의 중첩 및 색의 변환 등을 이용하여 사물과 

9) 김승연 외「일본의 우키요에가 19세기 후반 서양 미술사에 끼친 영향」,『기

초조형학연구』, 제13권 4호, 2012, p.52.

10) 알베르티의 회화론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은 수학과 기하학을 바

탕으로 한 원근법의 과학적 회화의 개념을 세운다. 2권은 회화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루며 3권은 회화의 과제와 화가가 지켜야 할 수칙들을 다룬다.(노성

두, 「알베르티의 회화론」,미술사학연구회, 제9권, 1997,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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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11) 그녀는 투시에 따른 

기하학적 원근법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공기 원근법이나 색 원

근법 등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패턴화 함으로써 평면성을 

표현하였다. 예컨대 색을 이용하여 원근을 나타낼 경우 가까운 

것은 진하게, 멀리 있는 사물은 보다 연하게 표현하여 거리감을 

나타내고 마치 공기가 흐르는 듯한 기법을 이용하여 현실과 유사

한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평면에서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바이모는 우키요에와 비

슷한 방식으로 덩어리가 드러나지 않는 평면적인 오브제 사이에

서의 깊이를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스크린에 3차원의 

세계를 재현 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관점과 시각에 의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 외곽선

의 두드러진 활용을 예로 들 수 있다. 타바이모 작품에서 보이는 

모든 객체는 검은 선의 테두리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은 일본의 화투(花鬪) ‘hanafuda’에서 모티프를 얻었고12) 평면

의 스크린 속성을 더욱 더 드러내는 장치로 기하학적 원근법의 

세계에서 벗어난 또 다른 세계를 창출해 내는데 기여한다. 결국 

대상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입체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

라 패턴으로 대상을 재가공하였으므로 관람객은 표현하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이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1.1 타바이모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이렇듯 타바이모는 작품 내에서 독자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내

며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Miyazaki Hayao)가 만들어내는 깊이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

개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작품과 타바이모의 작품은 같은 

2D 애니메이션을 지향하더라도 깊이를 구현해내는 방식은 매우 

11) 데이비드 보드웰, 『영화와 내레이션Ⅰ』, 오영숙 역, 시각과 언어, 2007, 

p.285.

12) Chris Gehman, Steve Reinke, The Sharpest Point, YYZ Books, 2005,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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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섬세하고 자세한 묘사로 관객

에게 높은 몰입을 안겨준다. 물론 그가 표현하는 사실적 표현은 

인물을 제외한 ‘배경’에 국한되는 이야기이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표현은 마치 실제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4. 미야자키 하야오, 원령공주(The Princess Mononoke), 1997.

<그림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드러나

는 배경은 매우 사실적인데 이것은 기하학적 원근법의 체계를 고

스란히 차용했다. 한편 사실적인 묘사나 디테일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3차원의 세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색을 도입하

는 측면에서도 원근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면이지

만 타바이모의 작품보다 입체가 느껴진다.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이 

방식은 관객들로 하여금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깊이를 무리 

없이 체험해 주는데 용이하다. 반면 캐릭터는 배경과는 전혀 다

르게 평면적인 것이 특징이다. 3차원적인 배경과 2차원적인 캐릭

터가 한 화면에 존재하는 것은 관객에게 이질감을 준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현실에 2차원의 생명체가 함께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보는 이는 낯설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의 작

품에서는 오히려 배경과 캐릭터 사이의 간극이 묘한 깊이를 생성

하여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3차원적 공간, 즉 기하학적 원근법의 

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차이를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일컬어 ‘열린 

합성(Open-compositing)’이라고 한다.13) 반면 타바이모의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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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처럼 배경과 캐릭터 레이어 사이의 간극

에서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평한 대상들 사이

에서의 깊이를 만들어낸다. 타바이모의 경우 덩어리가 드러나지 

않는 평면적인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의 깊이를 만들어내는데 주

안점을 두었다. 

그림 5.미야자키 하야오, 이웃집 토토로, 2001(좌)

그림 6. 타바이모, Doleful house, 2007(우)

<그림5>는 나뭇가지위에 캐릭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뒤

에 강과 하늘의 모습이 순차적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나무위에 

앉아있는 캐릭터들은 근경이 되고 그 뒤를 이어 보이는 강, 풀 

그리고 하늘이 중경과 원경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그

다지 어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이미 원근법에 의해 가

까운 것과 먼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의 캐릭터가 판타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신기한 자극을 주더라도 

관객들은 오히려 일상속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익숙

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면 <그림6>에서는 큰 건물이 거의 화

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건물 보다 더 앞에 큰 손이 보

인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실재하는 시각의 공간이 아니

기 때문에 관객은 이 장면을 어색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건물 

자체에는 기하학적 원근법을 적용하였지만 단순한 색 처리로 인

해 근경-중경-원경을 이루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

13) Thomas Lamarre, THE ANIME MACHIN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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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일종의 패턴처럼 평평해 보이고 <그림5>에서 보이는 일상의 

깊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깊이를 발생시키

는 요소는 소실점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외곽선에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연스럽게 대상들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 낸 것과는 다르게 인위적인 선을 이용하여 구획화하는 것

을 의미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은 캐릭터와 배경사

이의 간극이 커서 관람객이 그 공간을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타바이모의 작품은 각 오브제마다 발생하는 간극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이 작품에 동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부

족하여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다. 

2. 타바이모 애니메이션에서의 움직임 

그림 7. 타바이모, Japanese Commuter Train, video installation, 2001.

<그림 7>에서 타바이모는 서로 붙은 두 개의 방의 벽에 통근기

차의 내부를 개조하여 설치하였다. 그녀가 그림을 그린 방의 옆 

벽면은 온통 평평한 이미지의 일본 망가 스타일로 뒤덮여 있었고 

각 방의 끝 벽에는 또 다른 차의 내부를 그림으로 그려 놨다. 이

는 두 개의 인접한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한 방식

이다. 심지어 타바이모는 기하학적 원근법에 따라 차의 앞면과 

뒷면을 그렸다. 차의 내부를 표현한 선은 소실점을 향해 희미해

지고 앞과 뒤 시야는 탄도적 시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 애

니메티즘의 방법으로 나오는 수평적 관점과 움직임은 또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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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제공해 준다. 설치된 공간에서 기차 창문과 창문 밖을 지나

는 풍경 모두는 스크린의 이미지일 뿐이며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유도되거나 상대적인 움직임이다. 타바이모는 따분함과 

놀라움 사이의 긴장을 활용한다. 이상하고 낯선 이미지는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따분한 풍경의 흐름을 방해한다.14)

그림 8. Japanese Commuter Train 의 한 장면

관객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통근열차 안’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녀의 작품을 감상 하는 순간 우리는 통근열차를 타는 한 

명의 승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벽면에 쏘인 영상의 

이미지는 단순한 구성과 색채 등으로 평면적 특성을 보다 극대화 

시킨다. 그러나 관람객 스스로 공간의 차이 때문에 이 공간은 단

순히 평평한 곳이 아닌 상대적 움직임이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하

게 되는 것이다. 여섯 면의 서로 다른 면들은 연결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내용

이라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의 경험과 시지각적 판단에 따라서 얼

마든지 상대적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색채는 약간의 음영만 존재할 뿐 평면적이고 앞에 있는 오브제나 

뒤에 있는 오브제의 색감농도 차이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천

14) 앞의 책,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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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에 걸려있는 광고 역시 같은 비중으로 제시되어있어 앞과 뒤

를 구분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다만 크기가 점차 작아진다는 것

에서 깊이를 예측할 여지는 보인다. 이처럼 평평한 이미지들 사

이에서의 깊이를 제시하여 움직임을 만드는 합성을 슈퍼플랫 합

성(Super flat compositing)이라고 한다.15) 

슈퍼플랫 합성은 말 그대로 합성을 통해 과도하게 평평한 공간

을 구성했다는 것을 말하며 그 공간에서의 깊이는 원근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에 비해 훨씬 단순하다. 원근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인간의 시각이 이미 인지해있던 공간이므로 인간이 실제

로 감지하는 움직임과 유사하다.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고 대상을 타자화 하는 작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

아들일 수 있다.16) 이것은 일상적 공간에서 느끼고 적용했던 움

직임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영화의 경우가 여기

에 속하게 되는데 영화에서의 공간은 일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축약 및 재편집되어 스크린에 투사되기 때문에 관람

객은 영화를 일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

션의 경우 서로 다른 오브제들이 독립적인 레이어에 존재하고 있

다가 편집의 과정을 거쳐 동시에 만나는 것으로 이는 일상의 공

간과는 전혀 다른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바이모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은 모두 평평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관람자로 

하여금 일종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의미에서 슈퍼플랫 

안에서의 애니메이션 움직임은 보편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상

대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요컨대 이러한 움직임은 작가나 감독에 

의한 세계를 표출하는데 적절한 깊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

다. 

타바이모의 작품은‘기-승-전-결’의 서사를 가진 애니메이션

15) 앞의 책, pp.126-130.

16) 스콧 맥클라우드, 김낙호 역,『만화의 이해 : 보이지 않는 예술』, 2008,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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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는 거시적인 주제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투

사함으로써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을 택한다. 주로 근

대화로 인해 변질된 일본사회를 역설적으로 풍자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소 밝고 경쾌한 색채를 바탕

으로 블랙 코미디의 유머를 구사하는 형식을 취한다. 타바이모의 

작품은 주로 영화관이 아닌 미술관에서 상영되고 일방향의 스크

린을 사용하기 보다는 입체적 설치를 통해 작품을 상영한다. 이

것은 타바이모의 애니메이션이 평평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다.

그림 9. 타바이모, Japanese Bathhouse-Gents, 2000 (좌)

그림 10. 타바이모, Yudangami video installation, 2007 (우)

 

<그림 9>은 총 3면의 스크린에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연결되어 하

나의 작품을 완성시킨다. 이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려면 관람객

은 면들로 둘러싸인 공간에 서서 감상해야한다. 즉, 타바이모의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시각의 다층적 공간을 유발한다. 그녀

의 작품이 평평한 이미지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생

각해보았을 때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 

자체는 평평함을 극대화 하여 제작된 것에 반해 설치

installation를 통해서 스크린을 동적으로 확장시켰다. 만일 평

평함을 극대화 시키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영화관처럼 고

정된 스크린 안에서만 작품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할 지도 모른

다. 그러나 그녀는 작품의 특수성이 평평함에서 오는 독특한 움



102

직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평면이 아닌 실존하

는 공간 속에 투사시켰다. 스크린 속의 공간은 비현실적이지만 

스크린 자체는 일상의 일부로서 존재하기에 관람객들은 서로 다

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그림 9>을 보면, 첫 번째 면에서 발생되는 움직임과 두 번째 

면에서 발생되는 움직임은 사실상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지만 이

것은 모두 같은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 평평함에서 발생되는 레

이어의 간극을 최소화시키고 이것들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관람객에게 낯선 판타지를 제공해 준다. 관람객은 

타바이모의 작품이 둘러싸인 공간에서 현실과 작품 사이의 경계

를 나누며 작품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다. 영화나 여타의 다른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장에서 일방향으로 스크린에 투사되는 움직

임을 쫓아가게 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이것은 관람객 

스스로 작품과 공존하는 공간을 찾아가게 됨으로써 더욱 더 입체

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림 1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평

하지만 굴곡이 있는 스크린의 형태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느끼게 

되며 이 역시 관람객은 보는 공간과 바라보는 공간의 차이를 최

소화 하면서 작품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타바이

모의 애니메이션은 회화적 프레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앙드

레 바쟁(Andre Bazin)에 따르면, 회화 프레임은 그림 내부와 그

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대립시킨다고 하였다. 그림의 바깥 

세계인 실제의 공간에 대하여 오직 그림의 안쪽으로만 향해 열려

져 있는 공간을 대립시킨다는 것이다.17) 관객은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볼 때, 그 물체의 속도와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 안정된 기준

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 피사체와 배경

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가령 기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출

발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

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차하거나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 

옆에 차를 주차했을 때에도 종종 발생한다.18) 특히 애니메티즘적 

17) 이소일, “외화면과 영화 공간의 확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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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통한 애니메이션은 시네마티즘에 비해 보는 이들과 거리

를 둘 지라도 상대적으로 열린 세계를 제공한다.19) 여기에서 발

생되는 깊이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되는 데카르트적인 깊이가 

아니라, 또 다른 깊이를 느끼면서 관객은 침입자가 아닌 목격자

로써 존재하게 된다. 결국 움직임에 대한 느낌은 보는 이로 하여

금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움직임은 단순히 

물리적 운동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의 몫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치(apparatus)의 입장에서 벗

어나서 머신(machine)의 관점으로 발생되는 하나의 유기적 시선

이라고 볼 수 있다.20)

타바이모가 가지는 작품의 헤게모니는 바로 일상적 시각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반어적 시각을 말하는 것

으로써 이것은 그녀가 슈퍼플랫 합성을 통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한다는 사실과 큰 관련이 있다. 그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만 

영화적 프레임이 아닌 회화적 프레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애니메

이션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세계를 대립시키고 새로운 

공간과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슈퍼플랫 이미지 속에서 나름의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작가

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깊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예술은 모방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과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지는  힘인 

것이다. 애니메이션도 예외는 아니다. 애니메이션에는 회화, 조

각, 사진뿐만 아니라 영화, 심지어 문학의 요소까지 고루 혼용되

18) Thomas Lamarre, THE ANIME MACHIN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p.103.

19) 앞의 책, pp.9-10.

20) 앞의 책,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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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무엇보다도 타 예술장르와 구별되는 것은 이미지의 합성

이 주는 새로운 공간의 형성 및 움직임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언급한 타바이모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평평

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현실과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관람객은 이러한 애니메이션에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새로

운 세계를 경험하며 일상에의 차이를 인지한다. 타바이모가 사용

한 이미지들은 모두 2D애니메이션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레이어가 같은 힘의 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적 깊이를 인지하기에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주관적

인 세계에 따라 공간이 형성되었고 여기서 발생되는 깊이는 수치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깊이와는 다른 차원의 깊이를 발생시킨

다. 특히 타바이모의 애니메이션은 스크린의 2차원공간을 부정하

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극대화 시켰다. 이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보는 이에 따라 발생되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은 2D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감독인 미야자키 하

야오가 만들어 내는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야

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서 공간의 형성은 배경과 캐릭터의 

형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레이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계와 같이 일관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움직

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두 가지 사례를 빗대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상대

적 움직임이란 만남의 과정으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바탕에는 바로 공간의 형성이 큰 역할을 한다.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나

가고 표현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조우(遭遇)’가 아닐

까 생각해 본다. 이미지의 상대적 흐름은 개인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 더욱이 타바이모의 애니메이션에서 발생

하는 공간은 평평함으로부터 발생되는 단조로움을 회피하고 나아

가 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므로 타바이모 애니메이션은 작품 내·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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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형성하고 관람객은 자신의 경험과 인지를 바탕으로 새로

운 공간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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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creen Space and Motion of 

Tabaimo Animation

Lee, Jin-Young

According to Norman McLaren, a Canadian animator, “Animation is 

not art of moving pictures but art of drawn motions.” As he puts 

it, animation performs the role of magic that turns static to 

dynamic. Particularly, the space of animation, which is generated 

through merger of several layers, creates distinctive space that is 

not to be found in other art genres. Also, the motion of animation, 

which, unlike live action in film, can be limitlessly created 

according to a director’s subjective domain, has a more autonomous 

existence.

In this paper, I study the space and motion in animation grounded 

in a director’s subjective domain, based on the works by Tabaimo, 

the Japanese animator director and modern artist. She made an 

independent use of color sense and perspective that maximized a flat 

surface, which contributed to creating a new world that doesn’t 

exist in reality. Motion created in such a space is more relative 

than universal. Therefore, Tabaimo’s animation has made aggressive 

use of a device that gives more originality to the director’s 

themed world, while audience can participate in the strange but new 

world.

Keywords: Tabaimo, animation, specialty, flat space, relativ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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