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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매체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장르적 융합을 꾀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새로운 영상 재생 매체로 보편화되면서 애니메이션은 극장이나 

TV와 같은 한정된 재생 매체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와 장소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과 예술 형태가 융합하여 애니메이션 자체의 장르 변화와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필자는 팝업북과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

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상영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팝업북을 통해 입체물을 만

들고 그 입체물에 영상을 투사하여 기존의  평면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애니메이션 관람 형태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상영방식은 프로젝션 맵핑과 팝업북을 이용한 선행 작품들에 의해 영감

을 얻을 수 있었다. 영국의 부부작가인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는 팝

업북과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해왔다. 필자는 이 작품들을 

사례 분석하여 각 작품들이 갖는 장·단점과 작품 사이 차이점들을 명확히 할 수 있

었다. 또한 프로젝션 맵핑과 팝업북이 융합되면서 각 장르의 장점들이 작품들을 통

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제안하는 상영방식은 기존의 선행 작품들과는 차이점을 분명히 갖고 있

으며 연극, 프로젝션 맵핑, 팝업북, 애니메이션, 설치물 등 다양한 영역이 융합된 

방식으로 Hybrid Animation Theater라 칭한다. Hybrid Animation Theater가 안정

된 상영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특징과 구조적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후 프로토 타입을 제작하여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단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 방

향을 제시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프로젝션 맵핑, 팝업북, Hybrid Animation Theater, 상영방식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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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한 장의 원형 종이에 일정한 각도마다 그림을 그리고 일

정한 속도로 돌려서 잔상효과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보았던 페나

키스토스코프(phenakistoscope)는 당시에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특이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선사해주었다. 이후 애니메이션 관련 

제작 기술들은 점차 발전하여 개인적인 장난감에서 벗어나 하나

의 독립된 예술 영역을 구축해 나아갔고 현재는 실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리얼한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 예

술은 기술에 영향을 주고 기술은 예술의 영향을 준다1)고 이야기

했던 픽사의 수장 존 라세터의 말처럼 애니메이션은 기술의 발전

을 통해 그 가능성을 꾸준히 넓혀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들은 서로 융합,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예술 또한 다양한 융합 형태의 미디어 작품

들이 제작되어지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분야도 새로운 시도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에이프랩(Apelab)의 작품 <아이디엔에

이>(IDNA, 2014)2)와 같은 경우는 공간 스토리텔링(spatial 

storytelling)이라는 새로운 이야기 전달구조를 만들어 낸 프로

토타입의 작품이다. 보통의 애니메이션이 제작자가 설정한 시점

에 의해 화면이 담겨져 이야기가 전달되어 진다면 이 작품은 사

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가리키고 있는 시점의 애니메이션 속 

공간을 보여준다. 즉 애니메이션 속 360도 모든 영상을 다 제작

한 후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각도를 변경하면 그에 반응하

여 시점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가상현실과 애니메이션, 모바

일 기술이 융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겠다.

* 이 논문은 명지대학교 신임교원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픽사스토리 다큐멘터리 (The Pixar Story, 2007).

2) 비메오, http://vimeo.com, 에이프랩(Apelab),“아이디엔에이(IDNA,2014)", 

2015년 4월 16일, https://vimeo.com/769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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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넷 샷 블론즈(Brunettes Shoot Blondes)의 <노크 노크

(Knock Knock,2014)>3) 뮤직비디오는 여러 개의 모바일 디바이스

에 영상을 재생시키고 이를 실제 촬영하여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

품이다. 작품 속 주인공은 여러 모바일 기기안의 공간을 자유자

재로 이동하고 움직여지는 모바일 기기 안에서도 마치 그 안에 

살아 있는 듯 절묘하게 연출되어져 현실에 살아 있는 듯 한 착시

를 불러일으킨다. 컴퓨터 모니터나 TV 등과 같은 영상 재생 매체

가 모바일로 확장되면서 가능해진 애니메이션 작품이라 할 수 있

겠다.

위 두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은 미디어의 기술 발

전에 따라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과거의 애니메이션이 다양

한 기법의 융합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갔다면 현재는 다양한 미

디어들을 통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서 재생방법까지 애니메

이션 형태 자체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필자는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상영방식

(Screening)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사각

형의 평면에서 영상이 재생된다. TV, 모니터, 핸드폰 화면, 영화

관 등 영상의 기본 포맷 자체가 종횡비가 다를 뿐 모두 평면의 

사각형이다. 하지만 필자는 입체물에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의 프

로젝션 맵핑4) 기술과 종이를 입체물로 만들어주는 팝업북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장르를 연구하고자 한다.

예전에 비해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많은 관객들

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미디어 속에 쉽

게 소비되고 잊히는 경향이 생겨났다. 관객들은 수많은 콘텐츠 

중에 무엇을 소비해야하는지 결정하기도 바쁠뿐더러 선택한 작품

마저도 끝까지 관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제안하고

3) 비메오, http://vimeo.com, 브루넷 샷 블론즈(Brunettes Shoot Blondes),

"노크 노크(Knock Knock,2014)" 2015년 4월 16일,

 "https://vimeo.com/106547345.

4)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위키백과, 프

로젝션 맵핑, http://ko.wikipedia.org/wiki/프로젝션 맵핑, 2015.4.16



136

자 하는 상영방식은 기존보다 더 관객에게 체험의 영역을 확장시

켜주며 관객에 대한 작품의 소구형태가 더 적극적이라 할 수 있

겠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애니메이션 상영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고 애니메이션이 단순 스크린의 틀에서 벗어나 관객과 적극적

으로 소통할 수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2. 연구방법

연구의 전체 구조는 기존 선행 작품들의 사례분석 - 제안될 새

로운 상영방식의 특징 분석 - 프로토 타입을 통한 새로운 장르로

써의 가능성 타진이라 할 수 있겠다. 

팝업북과 프로젝션 맵핑을 융합하여 만들었던 비슷한 방식의 

작품들이 이전에 제작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는 약간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선행 작품들을 통해 그 작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제안될 형태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

였다.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Davy & Kristin 

McGuire) 부부 작가는 같은 융합 포맷 안에서 단계적으로 작품을 

연구, 개발하였기 때문에 팝업북과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한 작품

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순차적인 단계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각 

단계에서 나타난 그 작품들의 기술적, 표현적 한계, 작품의 특징

을 사례 분석한다.

새롭게 제안될 방식은 기술적으로는 프로젝션 맵핑과 팝업북의 

융합 형태이지만 공연 방식으로는 연극과 인형극의 형태와 닮아

있다. 기존 선행 작품들과 기술적으로 같은 융합 형태를 띠고 있

기 때문에 명확히 그 차이점을 밝히고 새로 제안될 형태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정의 내린다. 설치물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연

구와 동시에 융합되는 매체들의 장점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

지 분석하고 이 방식이 갖는 한계점, 단점에 대해 분석한다.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애니메이션으로써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이고 기술적으로 가

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팝업북의 책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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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넘겨졌을 때의 페이지에 프로젝션 맵핑이 효과적으로 나타나

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프로토타입에서 검증하고자 한

다.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

품을 완성하기 보다는 기획단계와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전 

과정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외의 모든 제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가능성을 실험

한다. 

Ⅱ. 사례 분석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Davy & Kristin 

McGuire)은 다양한 미디어 작품을 만드는 부부 작가이다.5) 특히 

팝업북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이용한 작품들을 주로 작업하였

다. 작가들은 프로젝션 맵핑의 대상인 물리적 오브제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팝업북으로 삼아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런 

작품을 통해 필자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방식을 고안해 내는데 많

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작품 <아이스북(The Icebook,2010)>, 

<싸이코-히치콕을 위한 오마주(Psycho-Homage to Hitchcock,2012)>, 

<맥베스(Macbeth,2015)>는 단계적으로 그 융합의 형태를 달리하

며 점차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특징

과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과의 차이점과 

융합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1. The Ice Book (2010)6)

 <The Ice Book>은 Davy & Kristin McGuire의 작품으로 프로젝

션과 팝업북, 종이 공예를  최초로 융합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

았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는 신기하고 어

두우며 분위기 묘한 경험담에 대한 것이다. 영상 작품은 실사와 

5)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 (Davy & Kristin McGuire), 

http://www.davyandkristinmcguire.com

6) 아이스북(The Icebook,2010), http://www.thei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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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하여 제작하였고 11장의 팝업북 페이지에 

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15분 가량의 연극 설

치물(Theatrical Installation)이다.

그림 1. 왼쪽부터 팝업북에 프로젝션없을 때와 있을 때 작품 모습7),

작품 전시 시 작품과 의자 배치 도면8)

1) 프로젝션 맵핑을 팝업북 뒤쪽에서 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팝업북은 앞쪽에 배치되며 테이블의 긴 박스 안 끝 쪽

에 프로젝터가 위치해 팝업북의 뒷면을 투사한다. 테이블의 깊이

가 150cm 정도까지 필요한 이유는 뒤에서 프로젝션이 비추어 질 

수 있는 각도의 한계 때문이다. 프로젝션 맵핑은 사물 혹은 건물 

혹은 물리적 오브제에 빛을 투영시켜 그 빛을 통해 본래 물리적 

형태와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공간과 오

브제에 영상을 매핑하여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착시나 환

상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법이다.9) 하지만 뒤에서 프로젝션 함으

로써 입체물의 착시나 환영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뒷면에 캐릭터나 단순한 배경 이미지만 맵핑에 이용하고 있다. 

7) 비메오, http://vimeo.com,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Davy & 

Kristin Mcguire),"아이스북(The Icebook,2010),  http://vimeo.com/19348564 

영상캡처

8) Davy & Kristin Mcguire, The Icebook Information Pack, 2010.

9) 이수연,「프로젝션 매핑을 사용한 3D 애니메이션의 공간에 따른 활용 사례 분

석 연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vol.33,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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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징들 때문에 작가는 돌출된 입체면과 안의 평면(배경) 두 

가지 공간성을 이분해 앞쪽 돌출된 입체면은 그 장소의 구조물을 

표현하고 평면은 배경과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그치고 있다.

2) 어두운 환경에서만 관람 가능하다. 팝업북이 외부에 노출되

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두워야만 한

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터라도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둠을 표

현할 수 없다. 따라서 흰 색의 팝업북이 어두운 기본색을 갖기 

위해 어둡게 하고 상영되어야 한다.

3) 수동으로 팝업북을 넘겨야 한다. 어떠한 다른 기계 장치가 

없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팝업북 옆에 의자가 놓여있다. 상

영을 위한 보조 인원이 필요하며 시간에 맞게 책을 넘겨줘야 제

대로 작품을 진행할 수 있다. 팝업북이 여러 장이기 때문에 장마

다 다양한 공간으로 씬을 만들 수 있어 스토리 전개의 자유도는 

높아진 반면 작품이 독립적으로 관객과 호흡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게 한다.

2. Psycho - Homage to Hitchcock (2014, animated Paper 

Sculpture)

<사이코 히치콕을 위한 오마주>(2012)은 종이 공예를 통해 만

들어진 하나 공간에 영상을 투사해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의 명

장면인 샤워 씬(Scene)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편집을 통한 영상으

로 먼저 제작되어졌다10). 즉 종이 모델에 프로젝션 맵핑을 사용

한 후 카메라로 재촬영해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하지만 이후 개

별적인 조각 작품으로 다시 제작되었는데 이 작품이 논문 방향에 

적합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10) 비메오, http://vimeo.com,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Davy & 

Kristin Mcguire),"사이코-히치콕을 위한 오마주(Psycho - Homage to 

Hitchcock, 2012 ),https://vimeo.com/5210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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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왼쪽부터 실제 작품 모습, 샤워씬 확대 모습11)

1) 종이 조각품의 완성도가 높다. 작가가 칭한 animated paper 

sculpture에서 알 수 있듯이 조각 자체가 중요한 작품이다. 이는 

하나의 씬(공간)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입체물(공

간)의 완성도가 더 중요 요소로 인식된 부분이라 하겠다.

2) 하나의 공간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팝업북이 여러 겹의 

종이로 다양한 공간을 표현했다면 이 작품은 하나의 조각품으로 

한 공간을 표현한다. 이야기 전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갖는다. 하지만 팝업북과 같이 일일이 책장을 넘겨줄 필요가 없

어 독립적인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3) 밝은 곳에서도 관람 가능하다. <그림 2>과 같이 앞 전면부

만 유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무로 빛을 가리고 있다. 빛을 

투사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입체물의 안쪽 벽에만 빛

을 받고 사면이 외부 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도 작품

을 감상할 수 있다.

3. Macbeth (2015, Theatre Book)

가장 최근 작품인 맥베스는 위 두 작품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

을 부각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Theatre Book이라는 새로운 

11) 비메오, http://vimeo.com,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Davy & 

Kristin Mcguire),"사이코-히치콕을 위한 오마주(Psycho - Homage to 

Hitchcock, 2014),https://vimeo.com/89172533 영상 캡처 (작품 실제 사이

즈:62cm*40cm*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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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를 만들며 가장 진보된 팝업북, 프로젝션 맵핑 융합 작품을 

선보였다. 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팝업북이 기본이 되는 작품이

다.

그림 3. 왼쪽부터 맥베스 팝업북 실제모습, 팝업북 펼친 상태, 

프로젝션 상태, 프로젝션 미러링 방식12)

특징 1. 팝업북:종이 수작업의 완성도가 높다. <아이스북>(The 

Icebook,2010)의 발전적 형태로 종이 공예 작업의 완성도가 높

다. 팝업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프로젝션 없이

도 하나의 독립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특징 2. 독립적으로 이동가능하다. <사이코 - 히치콕을 위한 

오마주>(Psycho - Homage to Hitchcock, 2014) 작품처럼 하나의 

독립된 매체로서 관객과 소통가능하다. 프로젝터와 마이크로 컴

퓨터, 배터리 등 모든 기기들을 책 안에 통합시켰으며 이로 인해 

독립된 스토리텔링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특징 3. 관객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센서를 통해 책 넘김

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는 기존에 일방적 

소통의 위 두 작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의 매체적 특징을 따른

다.

위 세 작품을 통해 프로젝션 맵핑과 팝업북(입체물)의 다양한 

융합작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 작품들을 

특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어(Davy & Kristin McGuire), 

http://www.davyandkristinmcguire.com, 데이비 맥과이어와 크리스틴 맥과이

어(Davy & Kristin McGuire), "맥베스(Macbeth,2015),2015년, 4월 16일, 

http://www.davyandkristinmcguire.com/macbe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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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cGuire 부부 프로젝션 맵핑 작품들의 특징

Ⅲ. Hybrid Animation Theater

필자는 제안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상영방식을 Hybrid 

Animation Theater라 칭하고자 한다. 하나의 완결된 애니메이션

의 형태이면서 동시에 극형식으로써 연극이나 인형극과 상영방식

이 비슷하고 기술적으로는 프로젝션 맵핑 기술과 팝업북, 아두이

노13)와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역과 기술이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Hybrid란 용어를 쓰며 극형식의 애니메이션 상영방

식으로 Animation Theater라 칭하고자 한다. 

기존 작품들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프로젝션 맵핑과 팝

업북 장르를 융합하였고 연극적인 연출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개

방된 전면부로만 작품이 보이고 나머지는 밀폐되어 외부 조명의 

13)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이

다. 팝업북 책넘김을 위한 모터 제어용를 위한 컨트롤러이다. 위키백과, 아두

이노, http://ko.wikipedia.org/wiki/아두이노, 2015.4.15



143

제목
년

도

융합장르
스

토

리 

확

장

성

작

품

의

독

립

성

상

호

작

용

성

조

명

영

향

프

로

젝

션

방

식

프

로

젝

션

맵

핑

팝

업

북

연

극

조

각

미

디

어

설

치

물

Hybrid 

Animation 

Theater

2015 ● ● ● ● ● ●
적

음

전

면

표 2. Hybrid Animation Theater의 특징

영향을 적게 받는다. 프로젝션 방식이 전면 투사 방식이어서 입

체물의 텍스쳐, 색의 맵핑이 가능해졌으며 빛의 표현을 통해 다

양한 시간성을 표현할 수 있다. 여러 장의 팝업북 페이지 구성이 

가능하여 스토리 확장성이 있으며 자동으로 책 넘김이 일어나 상

호작용성은 없지만 독립적으로 전시가 가능하다.

1. Hybrid Animation Theater 구조

기존 작품들과 다른 특징은 전면 프로젝션, 프로시니엄14)과 밀

폐된 공간, 자동 페이지 넘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특징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안해낸 프로토 타입 구조도는 <그림 4>와 같

다.

<The Icebook>은 프로젝터를 직접 투사하기 때문에 150cm라는 

큰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Hybrid Animation Theater는 거

울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를 위해 프로

시니엄과 팝업북 사이 공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터의 

빛이 투과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 비중에 비해 전면에서 

프로젝션하기 위해 거울반사 공간이 더 많이 차지한다. 프로시니

엄과 팝업북 사이의 공간이 깊어질수록 관객이 관람하는데 어려

14) 극장에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이루는 개구, 네이버 검색,프로시니어, 

2015.4.15, - 출처 건축용어사전,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2011.1.5 성

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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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림 4. Hybrid Animation Theater  구조도

전면 프로젝션으로 입체물의 맵핑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같

은 공간(팝업 입체물)이더라도 다른 시간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을 통한 환영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프로젝션 맵핑이란 미디

어 장르의 가능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작품의 앞 쪽의 개구부 이외에는 밀폐된 입체물로 제작되어진

다. 이를 통해 빛이 더 선명하게 재현되어 외부의 빛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인형극 무대와 흡사하여 인형

극이 갖는 스테이징 효과를 통해 작품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자동페이지 넘김을 위해 모터를 사용한다. 모터를 제어하기 위

한 아두이노를 설치하고 영상과 팝업북 무대가 싱크가 맞도록 프

로그래밍이 이루어진다. 프로토 타입이기 때문에 책 넘김의 방식

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필자가 고안해낸 방식은 책의 끝에 

낚시줄을 연결하고 이 줄을 모터가 잡아당겨서 올리는 방식이다. 

중력과 모터의 힘을 통해 책 넘김과 펴짐이 가능하다. 팝업 무대 

이외 장치들(컴퓨터,모터,아두이노,프로젝터)은 무대의 아래와 

뒤 공간에 위치 시켜 관람객이 볼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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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brid Animation Theater 장점

1). 몰입성과 이동성

Hybrid Animation Theater은 구조적 특징상 팝업북처럼 페이지 

수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씬을 필요로 하는 장편애니메이

션을 제작, 상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주로 단편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형식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전에 비해 단편 영상 

작품들은 영상관련 웹사이트, SNS 등을 통해 대중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나 반대로 너무 많은 영상 콘텐츠들 속에서 

쉽게 소비되고 대중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들어졌다. Hybrid 

Animation Theater가 영상을 제작한 후 웹에 올려 더 많은 사람

들과 접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극장식 작품이라 연극, 인형

극이 갖는 무대적 특성과 장점을 갖게 된다. 연극 무대는 관객으

로 하여금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공간이며 연

극의 현장성과 관객의 현실감을 이끄는 장소15)라고 정의 내리듯

이 보다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작품 자체가 외부 빛의 영향을 덜 받으며 서사 구조에 맞

게 자동적으로 책 넘김이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전시 가능하기 때

문에 전시관이나 극장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환영성과 확장성

프로젝션 맵핑이 갖는 효과인 환영성과 공간 확장성의 장점을 

갖는다. 프로젝션 맵핑이라는 장르 자체가 원래 기존의 형태를 

이미지 투사를 통해서 다른 성격을 갖게 하는 가상 현실

(VR,Virtual Reality), 혼합현실(MR,Mixed Reality)의 한 형태이

다. 팝업북으로 만들어진 입체물이 가지고 있는 현실성은 이미지

를 통해 새로운 가상의 공간으로 재탄생 되며 이는 관객으로 하

여금 환영(phantasma)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한 확장성은 물리적 범위의 확대이기 보다는 모든 방향으로 

15) 전미혜, 「연극무대에서의 공감각적 경험에 관한 연구 -미디어아트 활용을 

중심으로」,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4 vol.2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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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한성의 의미를 갖는 공간에서의 확장 개념이며, 시각

적 효과를 통해 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리적 공간 내

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는 가정 하에 공간의 깊이를 무한히 

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다.16)

3. Hybrid Animation Theater 단점

1) 공간 중심 애니메이션 연출의 한계

애니메이션은 평면이란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공간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캐릭터들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야기를 풀

어 나아간다. 하지만 Hybrid Animation Theater는 입체물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라 팝업북이 제공하

는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같은 씬(Scene)이라

도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카메라 샷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Hybrid 

Animation Theater속 인물들은 공간 속에서 연극배우들처럼 일정

한 크기로 존재하며 입체물 속에서 자유롭게 위치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튀어나온 입체 면과 뒤에 존재하는 면에 프로젝션 되

는 인물들은 현실감을 위해 다른 크기를 갖게 되는데 튀어나온 

입체면에 투사된 인물보다 뒤에 면에 투사된 인물은 더 커질 수 

없고 관객 쪽(z축 움직임)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입

체물에서 결정된 공간 속에서만 인물들은 종속되어 x축, y축 움

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입체물로써의 한계

입체물로 제작되어지다보니 갖게 되는 한계점들이 있다. 우선 

팝업북 페이지의 한계이다. 팝업북의 페이지가 늘어날수록 두께

도 늘어나게 되고 두께가 늘어나면 책 넘김 컨트롤이나  작동에 

문제가 생긴다. 긴 장편보다는 적은 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만 제작 가능하다. 또한 입체물로써의 크기

16) 조재준 외 2명,「프로젝션 매핑을 이용한 공간의 환영성과 확장성 표현방

법」,한국디자인지식학회,  [디자인지식저널] Vol.26, 2013.6,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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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관람객 수의 제한이다. 위의 <The 

Icebook>도 작품 안내책자에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한 

인원 이외에는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Ⅳ. 프로토타입 제작

1. 제작 방식

그림 5.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는 <그림 5>와 같다. 프로토 타입은 위 

단계 중 애니메이션 제작과정 이외의 단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다. 즉, 새로운 방식의 형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으

로 가능한지와 효과적인 제작과정 방식을 추출하기 위해 프로토

타입을 제작한다. 

1) 기획 

3장의 팝업북, 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목적을 두고 간단

한 사랑이야기를 기획하였다. 장소는 크게 집, 자동차, 광야로 

설정하였다. 기획 시에는 효율적인 팝업북 페이지 설정과 Hybrid 

Animation Theater에 적합한 이야기 구조를 갖도록 기획한다.

2) 시나리오(시놉시스)

남녀가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한 후 아기까지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점차 지치는 삶에 서로 멀어져간다. 둘이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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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싸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남자 외

에 모든 가족이 죽는다. 슬픔에 잠긴 남자는 시간을 돌리기 위해 

팝업북을 뒤로 넘긴다. 가족을 살린 남자 주인공은 가족과 행복

하게 살게 된다.

3) 스토리보드 및 레이아웃 (2D 그래픽)

세 개의 씬은 다음과 같이 작업하였다. 집은 측면과 정면 구조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자동차 형태는 정면과 측면 

모두 표현가능하다. 마지막 전경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위해 

익스트림 롱샷으로 설정하였다.

4) 팝업북 제작

2D 그래픽을 기준으로 튀어나올 물체나 공간을 설정한 후 스케

치에 맞게 제작한다. 팝업북은 다양한 뷰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형태로 제작한다.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 측면, 정면 형태가 같

게 디자인을 하면 두 가지 씬 사용이 가능하다.

5) 극장구조물 제작

극장 화면비와 크기를 선정(프로토타입에서는 2대1 비율 : 

60cm*30cm으로 제작)- 프로젝터의 기종 선정(빛의 투사화각이 다

름) - 프로시니어와 무대 사이 프로젝터 투과되는 공간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터와 거울의 기울기를 결정 - 이후 계산되어진 극장 

깊이를 통해 전체 구조물 크기 결정 - <그림 4> 극장 구조도와 

같이 제작

6) 프로젝션 맵핑 [2D 마스킹 작업]

팝업북의 단점이 책 넘김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프로젝션 맵

핑했던 좌표와 입체물의 좌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와 모터로 책 넘김 작동을 미리 프로그래

밍하여 구현해 놓은 다음 맵핑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 투사 면이 

입체물에 맞게 프로젝터의 키스톤 기능을 이용해 수정한 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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샾을 통해 모양에 맞게 마스킹을 한다.

7) 프로젝션 맵핑 [2D & 3D 작업]

마스킹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제 그래픽 작업에 들어간다. 2D

로 할 경우 마스킹 이미지와 구조물에 맞게 드로잉이나 콜라주기

법을 통해 완성도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 3D 그래픽을 사용할 경

우에는 2D로 마스킹된 이미지를 3D로 불러온 후 그 이미지를 기

반으로 3D 작업에 들어간다. <그림 6>는 실제 구조물, 마스킹 한 

2D 이미지, 마스킹 이미지 기반 3D 그래픽 작업, 실제 프로젝션 

맵핑된 구조물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1번 팝업북 프로젝션 맞추기, 2번 마스킹 이미지, 

3번 2D 마스킹이미지기반 3D 작업, 

4번 실제 프로젝션 맵핑 결과물 화면 

8) 애니메이션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은 시간적 문제로 생략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

해 팝업북과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작품이 충분히 이야기 전달력

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포맷의 기술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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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작업 스크린 샷 (시간이나 상황 표현이 가능) 

분과 시각적 효과만 검증한다면 굳이 애니메이션까지는 제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프로토타입으로 그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최소한의 영상 장르로써의 증명을 위해 프로토 타

입으로 스틸 컷 기반의 짧은 영상을 만든다. 캐릭터 이미지는 시

간적 문제로 생략하고 프로젝션 되는 배경이미지에 초점을 맞추

어 제작하였다. 스크린샷은 다음 <그림 7>과 같다.

9) 책넘김 프로그래밍 & 모터 설치물 작업

책 넘김을 위해 아두이노와 모터, 낚싯줄을 이용하였다. 책 양 

끝 쪽에 낚싯줄을 연결하고 이 낚싯줄을 모터가 감는 방식으로 

책을 넘기도록 기획하였다. 책을 잡아당길 때의 모터 회전수와 

책을 놓을 때의 모터 회전수가 차이가 있어 그 수치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잡아당길 때는 모

터의 회전에 반대되는 힘(중력으로 인한 책이 내려오려는 힘)이 

작용하고 놓을 때는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여 각각 모터의 회

전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모

터의 종류(사용한 모터가 토크(힘)이 약한 모터이기 때문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터 장착 모습은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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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왼쪽부터 모터장착 이미지, 아두이노 이미지, 

Hybrid Animation Theater 후면 모터 장착모습 

2. 프로토 타입 문제점

프로토 타입 제작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첫째, 책 넘김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낚싯줄과 

모터로 하는 부분에 있어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물을 얻는데 문

제가 있었다. 

둘째, 페이지 수에 따른 책 넘김 모터 제어의 한계점이다. 이

는 전 챕터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많은 페이지 표현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페이지가 3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터 2개

로 작동 가능하지만 페이지가 늘어날수록 모터와 모터를 관리하

는 아두이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더해진다. 

셋째, 팝업북이 완벽하게 접히고 펴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이

의 두께 문제, 낚싯줄로 인한 책 넘김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현 

프로토 타입에서는 책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 중간 부분이 접힌 

종이로 인해 붕 떠있는 상황이다. 이는 팝업북 자체가 갖는 근본

적인 단점인 책이 두꺼워지는 이유와 같다. 특히 낚싯줄이 양 끝

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양끝은 벽면에 딱 붙지만 가운데는 벽면에 

달라붙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오게 된다. 이는 팝업북의 

페이지가 늘어날수록 더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다.

프로토 타입 영상은 비메오에서 볼 수 있다. 

https://vimeo.com/1266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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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Davy & Kristin McGuire 부부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 프로젝션 

맵핑과 입체물(팝업북, 종이공예)을 사용한 새로운 융합 장르들

을 실험, 선보였다. 사례 분석들을 통해 각 장르들의 발전 단계

별 특징들과 매체적 한계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

운 방식의 애니메이션 장르를 고안해 낼 수 있었다.

Hybrid Animation Theater라 명칭한 이 새로운 장르는 애니메

이션을 평면에 투사하여 본다든가 모니터나 영상재생 장치를 통

해 보는 것과 다르게 입체물에 투사하여 감상한다는 점에서 애니

메이션의 새로운 상영방식(screening)이라 할 수 있으며 팝업북

을 통해 만들어진 작은 공간에서 주인공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는 점에서 연극이나 인형극과 같이 하나의 극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애니메이션과 다른 새로운 융합 장르라 할 수 있다. 이는 

융합형 선행 작품들과 기존 애니메이션에서 보여 지는 한계나 단

점을 보완하며 발전한 방식이다. Hybrid Animation Theater는 

<The Icebook>에 비해 독립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서사구조를 전달

할 수 있고 <Psycho homage to hitchcock>과 다르게 여러 페이지

를 통해 확대된 서사구조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프로젝션 맵핑

의 장점을 흡수하여 평면의 스크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작품에 대한 높은 몰입도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ybrid Animation Theater는 다양한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 한

계점들도 있다. 이는 장르의 초기 발단 단계에서 보여지는 한계

점과 장르적 한계점, 둘로 나누어진다. 프로토 타입 제작을 통해 

프로젝션 맵핑의 정확도나 맵핑 대상 위치 변화, 모터 제어 등은 

단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극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

다보니 기존 애니메이션의 자유로운 연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는 점과 팝업북이 갖는 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다수가 관람할 수 

없다는 장르적 한계점이 있다.  

마르쉘 뒤샹(Marcel Duchamp)은“예술가는 오랜 전통의 객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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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이 아닌 개인적 표현과 시· 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미

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 영역 바깥의 새로운 테크놀러지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했으며17) 최병우(2006)는 “말과 문자 

그리고 영상이 기존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전자매체 시대에는 각각으로 존재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혼융이 가능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선택하며 진화해 갈 

것이다.”18)라고 이야기 했다.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장르의 융

합은 앞으로 예술의 발전 방향이면서 진화의 흐름이라 할 수 있

겠다. Hybrid Animation Theater라는 새로운 장르의 제안은 애니

메이션의 영역 확장을 가지고 올 것이며 새로운 융합 연구에도 

영감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프로토 타입에 그쳤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더 

다양한 장르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입체물에 종속되

어 공간으로 제한된 인물의 자유로운 입체 표현이나 고정된 입체

물(공간)에 움직임을 가하는 연구, 팝업북 크기 확대에 대한 연

구, 제안된 구조물과 작동방식 외에 진보된 구조물, 작동방식 연

구 등 현재 Hybrid Animation Theater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좀 더 극복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Hybrid 

Animation Theater를 통한 실제 작품 제작을 통해 좀 더 적극적

인 장르 형태를 통한 애니메이션 연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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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Method Proposal of Animation Screening 

by using Projection Mapping and Pop-up Book

- Hybrid Animation Theater -

Lim, Kyoung-Hun

With development of media and technology animation are seeking a 

variety of a genre f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animation 

screening method using a projection mapping and a popup book. I 

redesigned the existing method of watching the animation to a new 

experience by projecting the image on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instead a flat screen.

This screening method was inspired by preceded works which were 

made by the fusion of a projection mapping and a popup book. Through 

analysis of them, I found the merits, shortcomings and clarified the 

difference of each works. I called this method "Hybrid Animation 

Theater" because it is fused the various areas - Theater, Projection 

mapping , Pop-up book , Animation, and Installations , etc. also 

studied for its architectural features and design. After I designed 

a prototype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ies, the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I could suggest next research directions. 

Key Word : Hybrid Animation Theater, Projection mapping, Pop-up 

Book, Animation,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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