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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김석준

초 록

현대 영상 매체에서는 현란한 색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

에서 색채이미지의 홍수는 색채에 대한 반전적 현상인 모노톤 이미지의 

대두와 모노톤 이미지에 부분적 색상 삽입을 가져오게 된다. 영상을 컴

퓨터 그래픽으로 색을 쉽게 보정할 수 있게 까지 되었고, 오히려 과도한 

색채의 사용은 시각적 충격이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영상광고와 뮤

직비디오에서 시작된 이러한 시도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특히, <쉰들러리스트>(1993), <Sin City>(2005)등의 영화에서는 모노

톤 영상에 부분적 컬러를 삽입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영상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상에서 색이 원리와 속성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고, 그러한 면을 비추어 볼 때, 모노톤의 활용

이 현대 영상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났는지 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복합적 영상 활용에 대한 진보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모노톤, 영상



256

Ⅰ. 서론

21세기 첨단과학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문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상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우리는 삶의 진리, 아름다움과 추함, 고뇌와 번민, 역사

와 사회,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종이에 옮겨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내던 과거와는 달리, 이를 영상으로 다시 옮겨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대중적이고도 급속한 문화 확산을 이루게 

됨이 바로 그 이유이다. 

우리가 흔히 일컫게 되는 영화란 1895년 뤼미에르 형제의‘뤼

미에르 공장 공원들의 퇴근’의 개봉을 출발로 삼고 있는데 영화

의 탄생이후 계속되어 오던 흑백의 영상시대는 1935년, 최초의 

칼라 영화인 ‘Becky Sharp에서 색채 영상시대의 전환점을 맞

이하게 된다. 흑백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던 시대가 색채 재현

에 대한 강한 욕구와 기술의 발달로 더불어 총 천연색의 영화로 

세상에 나오자 이는 사람들에게 큰 시각적 충격을 주었다. 그러

나 과도한 색채의 사용이 점점 시각적 충격을 둔감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심지어 현란함을 드러내고, 인쇄매체 영상매체들을 통

해 보정효과까지 가미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색채 이미지의 홍수는 색채에 대한 반대적 현상인 흑백이

미지의 대두와 흑백이미지에 부분적 색상 삽입을 가져오게 되었

고, 광고와 영화, 뮤직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시도는 다양

하게 활용 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색채에 대한 

무감각을 깨우고자 모노톤을 활용하거나 부분색채를 삽입하는 등

의 다채로운 영상기법이 등장함은 마치 인간이 느끼고자 하는 복

고풍에 대한 향수를 감성적으로 전달하기위한 시도일 것이다. 

김지홍1)은 인물이나 사물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색채는 외향적

인 것만을 보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채도를 낮추게 되면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n 2013

1) 김지홍, 흑백영상의 부분 색채화에 관한 연구한국콘텐츠학회 2006 추계종합학

술대회 논문집 Vol. 4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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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부족한 저화질의 화소를 채우려고 더 집중 하려는 경

향을 나타내며,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더 효과적 공

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흑백 영상에 부분적으로 색이 

들어감으로 인해 시각적 주목성과 주변 색에 대한 의구심으로 더 

많은 다양한 색을 상상을 하게 된다. 또한 부분색채에서 의도하

는 색 배치와 인물 및 사물의 관련성을 통해 상징적 정보와 연관

성을 유추할 수 있다.

모노톤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타임머신의 역할을 영상에

서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기반 되는 우리의 모든 문

화와 역사, 사회를 동시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노톤 활용

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모

노톤 영상제작의 기본이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모노톤 영상

1. 모노톤 영상의 등장 

모노톤(monetone)이란 사전적의미로 보면 사진⋅영화⋅비디오

에 있어 원래의 색에서 하나의 색만을 부각시켜 단색의 효과를 

창출하는 일, 혹은 그 결과이다.2)

모노톤의 어원적으로 분석은 일(碩) 또는 단(碩)이란 뜻의 결

합사로서 변화가 없는 한가지의 색조, 단색 화법, 단채를 의미하

며, 모노크롬(mono chrome), 모노크로메틱(monochrom atic) 이라

고도 한다.3) 즉, 모노톤 영상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아온 색

채 영상이 아닌, 컴퓨터 및 기타의 작업으로 흑백톤이나 단색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흑백(黑白)은 악, 불행, 고통, 죽음의 편에 속한다

는 최초의 거대한 내포적 의미가 있다. 흑백영화는 압축되고 통

일된 구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객에게 긴장하고 집중태도를 요

2) http://www.adic.co.kr

3) 이미지광고 색채표현에서 모노톤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혜림, 한남대학교 대

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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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 비극적이거나 추리, 드릴, 혹은 전쟁영화 등을 표현

하는 편이다. 색채영화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를 

통하여 어느 개인의 마음의 문제나 개인과 개인간의 심리적 접촉

의 압력이나 갈등을 그린다면 흑백영화가 적합할 것이다. 흑백필

름을 사용한 흑백영화가 아닌 모노톤 처리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 있다.

모노톤 처리를 하는 것은 색채관계의 기술이 진보된 오늘날에

도 굳이 모노톤 처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색채영화로는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인가 한다. 

시대의 흐름과 유행의 흐름을 타고 대중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열망하고 새로운 시도에 환호한다. 흑백시대에서 다양한 색채시

대로의 놀라움에도 다시금 변화는 계속되어져 가는데, 복고풍적 

이면서도 시각적 차별성을 두려 하였고, 이를 통해 주목받는 영

상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여러 분야에 적극

적으로 활용되었는데 특히, 각종 CF,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 나

타나게 된다. 

CF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등을 포함한 모든 영상은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이다. 환등기나 카메라, 영화 카메라 등

은 이 같은 영상 발전의 영웅적 존재들이다. 이것 들은 필요에 

의해 과학적이고도 기술적인 발전이 요구되어 우리의 삶에 의존

되어 왔고, 거기에 발맞추어 개발되는 기계과 기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

며 함께 해 온 영상의 흐름은 어떠하였는가! 흑백 인쇄에서부터 

컬러 인쇄, 흑백 필름에서 컬러필름,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 흑

백영화에서 컬러영화,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우리생활에 가져왔다. 인쇄 및 영상에 대한 우

리들의 색채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결과 컬러영상을 탈채도화 시키거나 흑백의 모노톤에 부

분색채를 삽입하는 등 다채로운 기법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적 색채이론을 다시 조사하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부분 모노톤 영상의 색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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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와 제작현상을 알아본다.  

2. 색채의 원리와 기능

그림 1. 색의 시각적 전달과정

색이란 물체 혹은 물질의 특성이 아닌 빛의 특성으로 프리즘에 

투과시키면 7색 7의 빛깔로 분광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나눠지는 

색을 가시 스펙트럼 색이라고 하며, 사물의 색은 빛이 비춰지면

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눈의 

시신경을 통해 특정 파장이 대뇌로 전달되어 색을 지각하게 된

다. 색의 인지는 사회적 학습이나 개인의 경험에 의해 달라질 뿐

만 아니라 광량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색의 3소인 색

상, 명도, 채도는 색을 구별하는 감각적 요소들이다. 

색의 시각적 전달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색의 원리를 토대로 색의 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이러한 색채감각은 심리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모

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학습에 의해 공통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색의 상징성(Color Symbolism)이다.  

둘째, 색은 미학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색 에너지(Color 

energy)라 한다.

이는 (1)색상, 명도, 채도 (2)채색면적 (3)전경색과 배경색의 

상대적인 콘트라스트에 따라 달라진다. 난색은 에너지가 많게 느

껴지는 반면, 한색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작게 느껴지며, 채도가 

낮을수록 에너지가 작게 느껴지고 명도의 대비에 따라서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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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바로 색 에너지인 것이다.

셋째, 색은 간혹 우리의 느낌이나 감성을 이끌어 내는데 적절

하게 사용되는데, 색의 이러한 기능을 ‘감성 표현기

능’(Expressive Function)이라고 한다.

이는 색 에너지와 상징적 연상 등 다양한 원리에 의해 실생활

에 사용되어 진다. 

넷째, 탈채도 효과(Desaturation Theory)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색의 채도를 낮추거나 아예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 또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의 처절한 모습은 오히려 채도 높은 색

이 감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탈채도 효과를 활용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는 화려함의 이미지를 벗어나 

시각적 편안함을 주며, 정서적으로 심도 있게 바라보게 하고 더

욱 몰입하게 만들어 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색이 원리와 속성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러한 면을 비추어 볼 때, 칼라와 흑백 또는 

모노톤의 활용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났는지 그 사례들을 분석함

으로써 복합적 영상 활용에 대한 미래 진보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

Ⅲ. 모노톤 영상에서의 효과적 활용

1. 영화에서의 모노톤 활용 

<제5원소>(1997)로 유명한 뤽베송 감독의 데뷔작인 <마지막 전

투>(1983)는 제3차 세계대전 직후를 배경으로 한 흑백 모노톤의 

SF영화이다. 핵전쟁 이후인 듯 싶은 모호한 시간적 배경과 황량

하고 쓸쓸한 사막 속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인공이 생존 그 자

체를 위한 전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도시는 폐허가 되고, 대

기오염과 이상기후로 인간은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분을 뤽

베송은 모노톤 효과를 통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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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톤 그래피의 화려한 영상,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위대

한 유산>(1998)에서는 화면의 모든 것을 초록색으로 처리하였는

데 ‘검은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도나카렌’조차 주연배우

‘기네스 팰트로’의상을 초록색으로 만들었다.

이 영화에서 모노톤은 인간의 눈에 전해지는 두가지 효과의 하

나로의 융합으로 인간에게 시각과 감성의 양면을 자극하고 있다.

그림 2. 

마지막 전투 포스터

그림 3. 

위대한 유산 포스터와 초록색 의상 기네스 팰트로

     

스티브 스필버그의 <쉰들러리스트>(1993)를 보면 모노톤 현상

의 절정에 달하고 있다.

영화의 전반부에 그이 속물적인 성격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 

유태인의 학살 현장의 목격을 계기로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후반

부에 이르러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 수용소장인 괴트와 미묘한 심

리전을 벌이고 급기야는 위험을 무릎 쓰고 그의 재산을 날리면서 

유태인을 구한다는 스토리이다. <쉰들러리스트>는 너무나도 섬세

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유태인의 

모습,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표정들, 아무 죄의식 없이 유태인

을 살해하는 나찌 장교의 싸늘한 얼굴, 시체를 태우고 눈처럼 떨

어지는 재 등 충격적이고 잔혹한 학살의 광경들이 관중으로부터 

영화에서 시선을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 영화는 계속 흑백톤

으로 시작되다가, 쉰들러의 묘비에 유태인들의 행렬에서야 컬러

로 바뀐다. 오랜 시간동안 흑백화면이 나오지만 색을 보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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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는 것 같고 더 실감이 나는 것은 왜일까? 모노톤 영상이 

지루함을 줄 수 있지만 영화를 더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나타난

다. <쉰들러리스트>의 흑백 영상은 역사성, 사실성을 부여해 주

며, 이처럼 영화에서도 모노톤이 많은 영향이 나타난다. 

그림 4. 쉰들러 리스트 영상

<플레젠트빌>(1998)에서는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극도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다. 부유함을 나타내

는 색깔과 흑백을 비교하는 상징은 영화 자체를 표현하는 어구로

도 잘 인용됐다. 감독인 게리 로스는 이 영화가 정치적인 억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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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구심을 다뤄보고자 개인적으로 기획하게 됐으며 우리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들은 때때로 사회적 갈등과 

함께 발전을 가속화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플레젠트빌>의 영상특징은 색깔과 변화이다. 예를 들어서 흑

인과 백인이 함께 섹스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색깔을 

나타낸다. 하지만 제니퍼가 그저 혼자 섹스를 탐닉할 때 혹은 다

른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나타난다. 이 개념은 사람이 느끼는 바

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고 개인적인 변화가 색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림 5. 플레젠트빌 영상    그림 6. 인정사정 볼것없다 영상

  

 

<플레젠트빌>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며 그런 

가상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흑백처리 된 것이 적합했으며, 

여기서 모든것이 완벽한 천국과도 같은 흑백 속의 인간들이 무엇

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됨으로써 칼라로 변해 가는데 흑백 속의 

칼라는 왠지 두 가지가 상반된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흑백은 비현실을 나타내는 반면 칼라는 현실과 가까워 보이는 성

질을 띤다. 또한 흑백에서의 칼라로의 변화는 흑백이 변화, 발전

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서 흑백이었던 <플레젠트빌>은 모두가 칼라로 변해버

린 상태에서 등장인물들은 그 다음의 내용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것은 색채영화의 내용은 매우 한정된 것이 

되어버린 까닭이 아닐까한다. 그러한 내용의 한계 때문에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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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과거의 우리 흑백시대의 것을 소재로 한 것은 아닐까한다. 

또한 이 영화는 흑백에서 칼라로 변화시키는 영상기법의 발달이 

없었다면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영화 <인정사정 볼것없다>(1999)는 배우들이 시각효과의 

일부처럼 그렇게 연기했고, 감독 이명세의 자신감은 이렇게 장르 

영화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현실화되었다. 이 영

화가 보는 이를 끌어당기는 것은 영화의 오프닝부터이다. 흑백화

면에 왕가위의 영상처럼 화려한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박중훈과 

장동건의 액션장면은 보는 이를 처음부터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오프닝이다. 보는 순간 가슴 벅차게 다가온다. 스텝 프린팅이라

는 화면에서 왕가위 영화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흔들리는 화면과 

그 속에서 번지는 영상, 이는 <비트>(1997)에서도 나왔지만 그보

다 좀 더 세련된 모습이다. 다음은 오프닝과 장동건이 권용운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들어간 나이트클럽 장면에서 나온 흑백의 화

면, 특히 나이트 장면에서는 마치 깜박이는 조명에 맞추어 세상

에 빛과 어둠만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깜박이는 

조명에 맞추어 점프 컷처럼 보이는 모노톤 화면은 보는 이로 하

여금 화려한 영상에 빠져들게 한다. 

로버트 로드리게즈와 프랭크 밀러가 공동감독하고, 쿠엔틴 타

란티노가 특별 객원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인 <Sin City>(2005)는 

흑백톤에 부분적인 컬러를 사용한 모노톤 활용의 대표적인 예이

다. 

이는 신선한 충격으로 부분색채 사용은 강한 인상을 주며 주목

성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시선을 끌기에 매우 흡족한 결과를 

낸다. 이 작품은 마치 흑백 만화를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만화를 보는듯한 화면이 이작품의 매력이

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무채색을 띄는 이 영화는 단 한가지

의 컬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중간 중간 등장하는 사람

들이 여백으로 표현된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흑과 백, 즉 무

채색과 유채색의 절묘한 조화는 멋진 영상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훌륭하게 잘 풀어내었다. 다소 현실감은 좀 먼감이 있으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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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에 식상해지고 둔감해져 가는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만큼 

좋은 작품이다.

그림 6.

Sin City 포스터
그림 7. Sin City 영상

  

 

2. 영상광고에서의 모노톤 활용

흑백으로 만든 광고는 탈채도 이론을 적용시킨 좋은 예들이 많

이 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의 차원이 아닌 시청자들이 마음속으

로 그림을 채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그 장면에 더 가

까이 접근하고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 이는 신뢰도를 높여주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진 바, 유행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자.

(1) OB 골든라거 맥주 광고

‘강하면서 부드러운 장혁 이미지와 깊고 풍부한 정통맥주 

OB 골든라거의 이미지가 잘 부합된다는 의도의 광고이다.

모델 장혁의 이미지와 OB 골든라거의 뛰어난 맛과 최고의 품질

을 강조하기 위해 흑백 모노톤의 배경 속에서 맥주만을 황금색으

로 처리하여 광고효과를 증대시킨 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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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B 골든 라거 맥주 광고 1편

 

 그림 9. OB골든라거 광고 2편

  

    

(2) 현대자동차 SONATA 광고

2014년형 LF쏘나타 광고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며 시작된다. 기존의 자동차 광고와는 달리 강한 호기심

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노톤의 영상은 자동차의 4가지 기본기를 

강조하는 카피와 함께 강한 인상을 남긴다. 자꾸 커져가는 수입

차 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감성품질 이라는 화두를 내세운 이 광

고는 클래식 배경음악에 모노톤 활용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의 

전환점을 발돋움함에 선두적인 역할이 충분해 보인다.  

 

그림 10. LF쏘나타 광고

(3) 애니콜 슬림 광고

애니콜 슬림 광고에서는 이효리의 섹시함을 핫핑크로, 전지현

의 도시적이고 럭셔리함을 블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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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애니콜 슬림 광고

Ⅳ. 결론

이밖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영상기법의 다양함과 그 발전은 

가속화 되고 있다. 영상매체에는 TV-CF, 뮤직비디오 영화 애니메

이션 등이 있으며, 영상매체는 인쇄매체보다 시각적 심리적 감각

적 상징성에 더 깊이가 있다. 영상은 인쇄 매체와는 달리 움직이

는 이미지와 변화하는 컬러 등 이러한 요소들에 각각의 속도와 

유형이 있으며  또한 그에 따라 시청자들의 몰입정도도 모두 다

르게 나타난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논하고자 하는 컬러

에 대한효과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표현해 주기도 하며 분위

기를 반전시키기도 하는 등 심리적인 효과가 있으며 영상을 제작

함에 있어서도 시대와 문화 관객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제작자의 의도와  감상자의 느낌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력

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노톤 영상표현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하여 영화와 광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노톤 영상의 이미지는 편안하는 점이다. 모노톤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색감에서 오는 편안한 이미지로 인해 대중은 편안

한 느낌을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상광고에서 특별히 드러내어 강조해야 할 특징을 갖지 

않은 영상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영상에 특정 이미지를 부가하



268

도록 만든 영상임을 고려할 때 모노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여

타 영상과의 차별성은 좋은 효과를 줄 것이 분명하다. 

둘째, 모노톤 색채표현의 이미지는 고급스럽다. 즉, 원색의 영

상보다 모노톤 이미지를 사용한 영상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

아내므로 영상의 느낌을 부드럽고 감상적으로 표현하여 자연스럽

게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모노톤 색채표현의 이미지는 세련되고 우아하다. 고급스

러움과 함께 모노톤 영상에서는 원색의 영상보다 세련됨과 우아

함 연출이 용이하다.

셋째, 모노톤 영상은 개성적이다. 다시 말해 모노톤 영상은 무

수한 원색 영상들 속에서 색채 감각에 성숙해져 있는 대중들의 

시선에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등 시선의 집중과 감정에 큰 역할을 하여 여타 다른 

영상과는 차별화된다. 

영상에서 원색만이 칼라는 아니다. 흑백이 조화된 모노톤도 칼

라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색이면 현란할 정도로 

원색적이면 좋고, 흑백의 모노톤이면 어두운 부분이 제대로 보여

지지 않을 정도로 대비적 모노이면 더욱 좋다.

시대에 발맞추어 영상의 여러 분야는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 각종 캠페인, 광고, 선거용 홍보물, 영화, 텔레비전을 통

한 매일의 일상들마저 우리는 수많은 영상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영상에서도 새로운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바

램처럼 모노톤과 컬러를 넘어 다양한 기법을 분위기에 맞게 적극 

활용함은 모두의 삶에 즐거움으로 함께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

한 모노톤 영상의 남용은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을 유념하여 다각적인 차원의 검토를 통해서 영상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 예술적인 차원에서 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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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노톤 영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작품으로써의 영상이 더욱 많이 활

용 전시되어 종합적인 예술 장르의 한 몫에 크게 기여하며 자리

매김 할 것을 현대영상에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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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onotone 

in Contemporary Moving Image

Kim, Seog-Jun

There is a dazzling display of colors used in contemporary visual 

media. The flood of color image in films leads to the application of 

partial colors onto the monotonous image, which is one of the 

reverse phenomena in this field of visual media.

Nowadays, it became possible to revise the colors of moving 

images through computer graphics, and the excessive use of colors 

has a tendency to make visual impact uninteresting. The attempt is 

applied in a variety of ways from making video commercials and music 

videos as well as film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partial color in the monotonous 

image in films such as Schindler’s List(1993) and Sin City(2005) 

gave scores of audiences a fresh shock and added the depth of moving 

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rinciples and 

properties of the color affect us and how the application of 

monotone shows its effectiveness in moving images. By analyzing 

various case studies, this paper will propose and validate the 

progressive value toward the application of moving images in 

combin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Monotone, Mov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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