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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Mode를 활용하는 포토몽타주제작기법
Making Photomontage using Transf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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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사진을 사실의 묘사와 재 에 국한하지 않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미디

어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상의 경험을 창의 으로 표 하는 작업을 한 기법의 구 에 있다. 

포토몽타주 제작기법 연구를 한 작품의 형성배경으로서 사진과 회화의 다원성 연구를 한 픽토리얼

리즘, 포토몽타주 기법을 탄생시킨 다다이즘에 한 분석을 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조사를 수행하 으

며 새로운 시각  표  기법의 모색을 한 작품제작을 병행하여 사진과 회화의 융합가능성을 고찰하 다.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포토몽타주 제작기법과의 차별성에 하여 조사하고 Transfer Mode를 활용하는 

이미지합성과 다  이어의 멀티이미지를 합성하는 포토몽타주 제작기법에 하여 설명하고 상을 구성

하는 이미지 언어의 기능 인 측면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여 포토몽타주를 제작하 다.   

 
■ 중심어 :∣영상∣포토몽타주∣다다∣컴버스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ress imagination which is not limited to the description of the 

facts and reproduce the photos as a media to explore the new possibilities for creative expression 

and the experience of the day-to-day op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of art genre. 

The art work for this study using digital images in Autodesk Combustion Workspace as the upper 

and lower layers were synthesized using the Transfer Mode feature.

This study proposed a new photomontage production model, and challenged for the Possibility of 

a variety of visual representations of media art. Especially the production presents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various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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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진의 이미지들을 선택하여 오려내고 조합하거나 

사진이나 사진 원 을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

를 창조하는 기법은 '회화 ' 문맥에서 등장했다. 풍경 

사진에 인물을 합성하거나 다른 배경으로 수정하여 인

화하는 합성인화는 재 사용하는 아도비 포토샵

(Adobe Photoshop) 등의 이미지합성 소 트웨어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최근 포토몽타주의 개념은 최 의 다다 포토몽타주 

기법과 같이 사진을 잘라내어 다시 조합하는 기법보다

는, 둘 이상의 네가티 를 인화하는 것처럼 암실 기법

을 수반하는 사진 제 법과 련해 더 자주 사용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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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이스트들은 콜라주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해 

포토몽타주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포토몽타주 기법의 

잠재성을 인식했다. 랑스의 실주의 시인 루이 아

라공(Louis Aragon, 1897-1982)은 콜라주를 재  특

성과 재료  특성의 두 개 범조로 구분했다. 본 연구에

서는 사진과 미술의 경계를 아우르는 디지털 로세스 

기반의 디지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시각  

표  가능성에 주목하고 다  이어의 멀티  이미지

를 활용하여 디지털 포토몽타주의 새로운 구 기법으

로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연구이

며 미디어아트와 실험 상 등의 제작을 한 다양한 동

상에도 용이 가능한 기법을 모색하 다. 특히 연구

를 하여 디지털 기반의 이미지합성소 트웨어 

Autodesk Combustion를 활용하여 멀티 이어의 이미

지를 조합하는 포토몽타주 1 을 제작하고 연구 작품

의 제작의도와 제작기법  조형  분석을 함으로서 문

제 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한 

작품의 제작을 한 표 기법에는 다양한 이미지를 겹

쳐서 인화하는 포토몽타주 기법과 오 제(objet)를 활

용하여 우연성에 의한 표 을 시도하는 아상블라주

(Assambleuse)기법 인 요소가 차용된다. 시각  언어

성을 해서 사진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 으며 

시각  기호, 형태, 패턴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구성주

의 이며 비구상  디자인의 시각원리에 의존하 다. 

작품제작과정에서 사진 이미지의 재  특성은 배제

되었으며 우연 인 효과를 시도하기 하여 디지털 

로세스 기반의 Transfer Mode 기능의 다양한 효과들을 

시험 으로 용하고 선택하 다. 특히 포토몽타주 작

품제작을 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구도에서 심이 되

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미지들을 조합하는 방법들이 

고려되었다. 내 요소에는 콘텐츠에 존재하는 피사체

의 형태, 선, 계조 등을 시하고 외 요소에서는 여러 

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로 조합하기 한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요소들로 제작되는 포

토몽타주의 제작목 은 비구상  화면 구성을 통하여 

사진을 사실의 묘사와 재 에 국한하지 않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상의 경험을 창의 으로 표 하는 작업을 

한 기법의 구 에 있다. 특히 디지털 그래픽 환경에

서 여러 이미지들을 오 젝트와 배경으로 하여 각 이

어를 한 장의 이미지로 조합하고 Lighten, Dissolve, 

Add, Subtract, Multiply, Screen, Overlay, Difference, 

Luminance, Saturation, Exclusion, Color Dodge, Color 

Burn 등 Transfer Mode 기법을 용하여  포토몽타주 

제작기법을 설계하 다. 한 이미지 기반의 포토몽타

주에 국한하지 않고 동 상에도 여러 개의 동 상을 하

나의 화면에 조합하는 몽타주기법의 용이 가능한 제

작기술을 제안하 다.  

2. 기존 포토몽타주 제작기법과의 차별성

기존의 포토몽타주 제작기법의 특성은 여러 장의 사

진에서 오려낸 이미지를 한 장의 사진에 조합하는 것이

다. 컴퓨터 그래픽 소 트웨어의 마스킹(masking) 작

업과정을 거쳐 선택한 오 젝트를 화면에 배치하고 이

미지를 구성하는 일반 인 포토몽타주 제작기법이 활

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오려내는 기법을 벗어나 다

수의 이미지를 각각의 이어로서 활용하여 한 장의 이

미지로 겹쳐 보이도록 조합하는 기법을 제시하 으며, 

하나의 작업 공간(composite)으로 임포트한 3개 이미지

에 Lighten, Dissolve, Add, Subtract, Multiply, Screen, 

Overlay, Difference, Luminance, Saturation, 

Exclusion, Color Dodge, Color Burn 등 각 이미지 오

젝트의 이어별로 다양한 Transfer Mode를 용해 보

면서 각 이어의 이미지 특성을 활용하는 상합성과

정을 통하여 포토몽타주를 제작하 다. 본 연구의 실험

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실사촬

으로 다수의 상데이터를 획득하고 디지털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를 상합성 소 트웨어 Autodesk 

Combustion의 Composite기능을 이용하여  한 장의 이

미지로 조합하 다. 두 번째는 한 장의 이미지로 조합

된 여러 개 이미지의 각 이어에 Lighten, Dissolve, 

Add, Subtract, Multiply, Screen, Overlay, Difference, 

Luminance, Saturation, Exclusion, Color Dod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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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 등 Transfer Mode 기법을 용해 보면서 각 이

어의 이미지 특성을 활용하는 합성기법을 제시했다. 세 

번째 제작에서는 포토몽타주의 추출을 해 이미지데

이터추출 설계와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표 1. 포토몽타주 제작과정

[표 1]에서 그래픽스 환경에서 포토몽타주의 제작 

차와 이미지합성의 과정을 설명하 다.

3. Transfer Mode를 활용하는 이미지 합성 

포토몽타주 제작을 한 이미지 합성을 하여 활용

하는 Transfer Mode는 Branding Mode 등의 다양한 명

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기능은 동소이하다. Adobe 

Photoshop은 하나의 이어를 선택하고 해당 이어에 

원하는 블 딩 모드(Blending Mode)를 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포토샵 작업 시 여러 이어를 동시에 블

딩 모드를 용할 상황에서는 개별 이어마다 일일

이 블 딩 모드(Blending Mode)를 용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Autodesk Combustion은 문가

용 일체형  컴포지  응용 로그램으로 비 괴  워크 

로우를 이용하여  작업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Combustion은 Workspace를 기반으로 각 Composite에 

원하는 이미지나 동 상을 임포트하는 구조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이어는 상 의 이어가 우선

으로 모니터에 녹화되며 이어를 더블클릭하여 원하

는 이어를 모니터할 수 있다. 

그림 1. Surface 기능의 활용 

Surface 폴더는 3D 애니메이션 소 트웨어에서 사용

하는 재질의 표 을 한 메뉴구조로 이루어진다. 한 

2D Composite 작업에 Layer 폴더에 포함되어 있던 

상의 합성 시에 융합되는 모드를 설정하는 Transfer 

Mode를 설정할 수 있다. Surface 폴더는 Combustion

을 3D Composite 모드로 설정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3차원 효과를 표 하기 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Workspace에 임포트 되어 있는 두 개의 이

미지 (Pic1, Pic2)를 보여 다.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

하여 제3의 이미지를 만들기 한 다양한 방법이 가능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이어의 Surface Option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림 2. Surface기능의 활용을 위한 원본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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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일한 기능의 Transfer Mode와 Brand Mode

Transfer Mode는 포토샵 등 일부 합성소 트웨어에

서는 Brand Mode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이어

의 합성모드를 선택하는 메뉴를 활용하여 아주 다양한 

이미지 융합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설

정은 Normal이다. 

Opacity (불투명도)기능을 활용하여, 상 이어의 

투명도를 조 할 수 있으며, 이미지를 겹쳐서 

Workspace에서 이어를 선택한 후 Opacity 값을 낮추

면 상이 투명해지게 된다. 기본값은 100%이며 키

임 설정으로 임의 투명도 값을 조 한다.

Visibility는 상 이어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상

을 보이도록 하는 기능으로 기본 으로 Front, Back 가 

다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다. 

Reflectivity는 상이 주변에 상들을 반사하는 정

도를 조 하는 값이다. Setting 폴더에 Render Effects

에 Reflection을 활성화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Reflection Mode는 상에 반사되는 이미지의 반사 

합성 모드를 선택하는 메뉴이다. 기본설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dd이다. 반사되는 이미지가 무 밝을 경우 

Normal를 선택하고 Reflectivity값을 낮추면 보다 자연

스러운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드들의 특성은 

Transfer Mode와 같다. 

Luminosity는 상의 자체 밝기를 조 하는 값으로 

기본은 0%이다. Luminosity는 라이트를 이용한 쉐이딩 

용시 무 어두워지면 값을 올려 조 하는 값이다. 

100% 까지 올리면 라이트에 향을 받지 않고 어두운 

부분의 이미지가 밝게 나타나는 효과를 포토몽타주에 

용할 수 있다. 

 

그림 4. Combustion 작업을 위한 이미지 Import

4. 제안하는 포토몽타주 제작기법 

본 연구의 포토몽타주 작품제작을 하여 디지털카

메라로 3264 x 2448 사이즈의 사진 3매를 촬 하 고, 

이를 Jpeg 이미지 일로 장하 다.

표 2. 포토몽타주 제작을 위한 이미지 (3264x2448)

디지털 카메라로 촬 한 이미지 소스

이미지1 이미지2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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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작품의 제작을 하여 디지털 상합성 소 트웨

어 Autodesk Combustion V.4를 사용하여 포토몽타주 

제작을 한 이미지 일들을 Open 옵션으로 임포트하

다. 

포토몽타주 제작을 한 합성작업은 3D Composite 

설정으로 하 다. Combustion은 사용자가 원하는 

NTSC와 PAL 방식의 D1, DV, HD, 2K, Cinemascope 

등 포맷(format)의 다양한 상의 작업을 지원하며 선

명한 색상의 상을 해 16bits/channel (64bit RGBA) 

이미지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Custom의 옵션을 

사용하므로 동 상과 이미지의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그림 5. Combustion 작업을 위한 이미지 Import

그림 6. Combustion 작업설정

[그림 7]과 같이 Combustion Workspace에 이어로 

배치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로 조합하기 

하여  각 이어에 Lighten, Dissolve, Add, Subtract, 

Multiply, Screen, Overlay, Difference, Luminance, 

Saturation, Exclusion, Color Dodge, Color Burn 등 

Transfer Mode 를 용해 보면서 각 이어의 이미지 

특성을 활용하는 합성기법을 사용하 다. workspace에 

배치된 이어를 지정하여 배경이 되는 오 젝트를 하

 이어로 설정하고 포토몽타주의 기본 형태를 이루

는 이미지를 상 이어로 배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1을 기본 형태로 이미지2와 이

미지3을 포토몽타주의 색상, 채도, 텍스쳐 등 배경이 되

는 이미지로 설정하 다. 

그림 7. Workspace의 레이어 배치

이미지 1을 기본 형태로 [그림 9]의 Workspace의 

이어 배치에서 이미지 2와 이미지 3을 포토몽타주의 색

상, 채도, 텍스쳐 등 배경이 되는 이미지로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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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미지 1을 선택하고 Surface 

폴더의 Overlay 효과를 용하고 이미지를 통하여 확

인하여 보았다.

그림 8. 이미지1 레이어의 Overlay 효과 적용

Overlay를 설정한 상은 엷은 색깔로 투명하게 배

경 상과 융합되는 모드로 Multiply와 Screen 모드가 

혼합된 모드이다. Contrast와 Color 채도를 동시에 높여

다. Autodesk Combustion의 Composite Control을 

하여 Combustion의 Workspace에 임포트 되어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 더블클릭하여 확인하고 모니터

를 체이미지로 환하기 해 Composite 

( )를 더블클릭하여 모니

터 아이콘( ) 치를 확인한다. Workspace의 

Composite와 모니터의 치가 다음과 같으면 작업과정

의 체 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Transfer Mode

에서 이미지의 Surface Option 조 하여 Combustion에 

임포트 되어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기 하여 

Workspace의 상  이어를 마우스로 선택한다. 

Composite Control 창에서 Surface를 클릭하면 

Workspace에서 선택한 이미지에만 용하는 Suface 

옵션이 활성화한다. Surface를 르면 활성화되는 옵션

에서 Overlay를 선택하면 Workspace에서 선택한 상  

이어에 Overlay 효과가 용되며 하  이어의 이

미지가 합성된 것을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Surface 옵션에서 Overlay 선택

Overlay 효과적용 前 

Overlay 효과적용 後

포토몽타주 제작을 한 체 이미지를 확인한 후, 

이미지2에 용할 Transfer Mode 효과를 테스트한 뒤 

이미지2에 Diffence Mode를 작용하 다. Differenc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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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배경이 밝은 곳은 subtract 모드를 설정하고 배경

이 밝은 어두운 부분은 Add 모드가 용되는 모드이다. 

그러므로 그림처럼 상으로 처리된 것처럼 보이게 된

다. 그러나 Negative와는 다른 칼라를 표 한다. 

그림 10. 이미지2 레이어의 Difference Mode 효과 적용

Difference Mode 효과적용 前

Difference Mode 효과적용 後

3개의 사진이미지를 상하  이어로 배치하고 

Combustion의 Transfer Mode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조

합하는 기법의 포토몽타주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다중 레이어의 이미지를 합성한 포토몽타주

5.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사진을 사실의 묘사와 재 에 국한

하지 않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미디어로

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상의 경험을 창의 으

로 표 하는 작업을 한 기법의 구 에 있으며, 연구

를 한 이론  배경으로 포토몽타주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조사의 수행을 통하여 

포토몽타주 작가들의 모티 (motif)분석을 통한 창작동

기와 작품의 테마를 연구하여 새로운 시각  표  기법

의 모색을 한 작품제작을 병행하여 사진과 회화의 언

어  기능에 주목하고 시각  표 의 가능성을 모색하

다.  

작품제작을 한 다양한 이미지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하 으며 아날로그 시 에 시도되었던 

다  이어의 멀티이미지를 한 장의 인화지에 겹쳐 노

하는 효과를 디지털로 구 하기 하여 여러 장의 실

사이미지를 디지털 로세스 기반의 Autodesk 

Combustion의 이어 합성기능을 이용하여 합성하 다. 

다다이스트들과 실주의자들에 의해 시도되었고 

수많은 의 사진작가와 미술가들에게 승되어오는 

이미지의 시각  표 을 통한 창작의도는 단순하게 모

사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화  는 기호  의미가 

부여된 창조의 결과물이다. 차용으로서의 모방은 모방

의 상을 변형하고 본래의 의미를 괴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창 이라고 평가되는 수많은 걸작품들 역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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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그려진 수많은 미술작품을 본 작가의 기억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기 로 그려진 것이다. 거장

들을 복제하고 걸작품으로부터 착상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시 에서 가장 한 수련으로서의 불가피한 양

식 훈련이었다[2]. 사진 술의 발달과정에는 회화주의

를 탈피하여 사진의 고유한 매체  특성과 술을 구축

해나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이미지

를 수정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회화 인 요소를 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

하고 이를 시도하 다. 사진을 회화와 유사한 술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진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

를 원하는 로 변형시키고 조합하여 연구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매체로 사용하려 시도한 것이

다. 본 연구를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포토몽

타주 작품제작의 고려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진이 가지는 이미지의 형태에 주목했으며

둘째, 오 제로서 사진의 활용을 분석하 다. 

사진이미지의 형태가 표 의 형식  측면이라면, 사

진이미지의 활용은 표 을 한 의도  측면이다. 1970

년 에 이르러 사진에 한 인식과 표 은 더욱 발 하

고 세분화 되었고 문화되어 미술과 사진의 장르를 허

무는 소통의 역이 확장되어왔다. 1980년  개념미술

의 새로운 내용과 팝 아트의 형식은 자기표 으로서 창

의 인 실험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아티스트들은 사

진을 모방과 도용을 해 사용했다. 원작을 카피하기 

해 사진을 사용했고, 탈 술의 모습으로 사진을 사

용했다.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진이 쉬운 매

체이고, 한 다양한 오 제들을 한 자리에서, 즉각 으

로 재 하는데도 사진이 쉬운 매체이기 때문에 사용했

다. 포스트모더니스트 아티스트들은 60년  팝 아트의 

형식은 물론이고 70년  개념미술의 방법론, 80년  뉴 

웨이  양식까지 폭넓게 수용하면서 이 까지 사진의 

가장 큰 무기인 리얼리티를 삭제시켜 버렸다[3]. 본 연

구에서는 상을 구성하는 이미지 언어의 기능 인 측

면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여 포토몽타주를 제작하 다. 

심리 이고 미학 인 상구 을 한 연구는 향후 과

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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