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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로젝션 매핑 기법은 재 거의 모든 장르의 공연 술에서 다각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

양한 분야의 술가들이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젝션 매핑 콘텐츠의 다

양화는 제작자들로 하여  더욱 참신한 시각 효과에 한 시도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기존에는 

로젝션 매핑 콘텐츠 제작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한 시 의 변화로 이어졌다. 로젝

션 매핑 상에 있어서 카메라 움직임의 활용은 시각  각성을 극 화시켜 객이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로젝션 매핑의 새로운 시각  표 법인 ‘카

메라 움직임’에 한 이론  고찰과 이를 용한 로젝션 매핑 작품 사례 분석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화  상 문법으로만 용되었던 카메라 움직임을 로젝션 매핑 환경에 합하게 재구성하고 최 의 

시각 효과를 창출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프로젝션 매핑∣카메라 움직임∣

Abstract

The projection mapping technique is used in various ways in almost every genre of 

performance arts at the moment. Thus, artist from various areas are participated in contents 

productions using it. The diversification of projection mapping contents gave producers a clue 

to try fresher visual effects and it was connected to the change of point of time using the 

camera working which was never used in old projection mapping contents productions. It is 

analyzed that the use of camera workings in the projection mapping image maximizes the visual 

Tactility and helps audiences concentrate on the contents. This study performed th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camera working' which is a new visual expression of the projection mapping 

and analyzed cases of projection mapping works applying them. It is to reconstruct the camera 

working which has been applied only by images of movies and suggest a guideline to create 

the optimized visu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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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로젝션 매핑은 실제 건물이나 사물과 같은 3차원 

표면에 2차원의 이미지 상을 투 하여 사실성을 부

여해주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기법  하나로[1] 건물이

나 오 제의 고착된 외 을 다양하게 변모시켜 공간 연

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로젝션 매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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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되는 특유의 입체 이고 환상 인 공간들은 연극, 

뮤지컬, 콘서트, 퍼포먼스, 로모션 등 거의 모든 분야

의 공연 술에서 다각 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재 다

양한 분야의 술가들이 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 듯 다양한 역과 

아티스트의 업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콘텐츠

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효과 인 로젝션 매핑 콘텐

츠를 제작하기 해서는 감성 인 스토리와 로젝션 

매핑 기법 특유의 시각 효과를 활용한 상 요소와의 

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로젝션 매핑과 같은 뉴미디어 콘텐츠들의 

발생 기에는 매체 특성을 활용한 상 요소의 표 이 

효율 인 방법으로 부각되었지만 수용자들이 뉴미디어

와의 빈번한 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비함이 사라지

며 차 객들은 흥미를 잃게 된다[2]. 따라서 상 요

소 제작 시 기존의 시각  표 법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 으로 응용하고 발 시켜 새롭고 독

창 인 상 표 법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최근 국

내외에서 공연된 로젝션 매핑 작품의 내용 분석을 통

해 기존 로젝션 매핑 콘텐츠들의 상 요소와는 구분

되는 새로운 표 법인 ‘카메라 움직임’을 주제로 선정하

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련 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윤정

(2011)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화의 서술 능력을 확장

시켰다고 보고 화의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서스펜

스 기법에 활용 된 카메라 움직임의 쇼트 분석을 통해 

카메라 움직임의 내러티  구조 강화  심리  표  

확장의 역할을 증명[3]한 바 있으며, 김지홍(2000)은  

3D 애니메이션의 제작환경  사례 분석을 통해 화

와는 물리 으로 다른 매체인 3D 애니메이션에 합한 

카메라 워킹 상 문법을 정립[4]하기도 하 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메라 움직임은 단순

한 물리  이동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표 의 다각  

확장을 통해 상과 객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넓 주

었다. 그러나 기존의 카메라 움직임은 화라는 매체에 

최 화 된 상 문법으로 다양한 매체에 응용되고 있는 

만큼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최 화 시

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 로젝션 매핑이 회화  기법에 의존한 일종의 

착시를 활용한 기법인 만큼 황갑환(2010)의 다양한 실

험을 통해 왜곡과 착시를 이용한 로젝션 매핑 상에 

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연구[5]나 황용회(2013)의 3D

로젝션 매핑 작품 사례에서 나타난 그래픽 요소의 통

계론  분석[2] 등 상의 그래픽 인 부분에 한 연

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 움직임

은  2011년 이후에야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으

며 활용 기간이 매우 짧고 그 사례 한 많지 않아 아직

은 이에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서 나타

나는 카메라 움직임의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통계론

 근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 된 객

 근거를 바탕으로 카메라 움직임이란 화  상 문

법을 로젝션 매핑 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 환경에 

합하게 재구성하여 최 의 시각 효과를 한 카메라 

움직임의 지침을 마련하는 이론 정립에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카메라 움직임의 유형에 해 분석하기 해 오스트리

아의 화학자 배리솔트(Barry Salt, 1933∼)의 통계를 

활용한 화 스타일 분석방법  카메라의 움직임 분포 

부분을 활용하 다. 제 2장에서는 로젝션 매핑 콘텐

츠에서 카메라 움직임의 활용에 해 알아본 후, 제 3장

에서는 카메라 움직임의 이론  고찰을 기술하 다. 제 

4장에서는 표본 추출 후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로젝

션 매핑 콘텐츠에서 사용 된 카메라 움직임의 유형에 

해 분석하 다.

Ⅱ.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의 카메라 움직임

기존의 로젝션 매핑 콘텐츠들의 시 은 화나 드

라마의 카메라 시 과 같이 카메라를 이동하며 의도된 

으로 연출하지 않고 오페라의 극장과 같이 고정된 

카메라의 시 을 유지했다[2]. 이러한 시 은 연극  사

고로 카메라는 가장 좋은 오 스트라 좌석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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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객의 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로젝션 매핑 

기법이 다양한 술 분야에 용되어 과의 이 

빈번해짐에 따라 들은 차 새로운 자극을 원하기 

시작했고 제작자들은 더욱 새로운 시각효과를 해 카

메라의 고정된 시 을 탈피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나 

단순한 생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고정된 임

을 벗어나기 해 카메라를 움직여 보려 한 것은 기존

의 연극  사고가 아닌 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6].

이러한 사고의 환은 상이 투 되어지는 공간에 

 향을 받는 로젝션 매핑을 화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카메라 움직임을 목시켜 무 라는 한정된 

물리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카메라 움직임을 통

한 시 의 변화는 공간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오 젝트

가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낸다. 즉, 객들은 

실제론 정 인 공간을 동 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 오 젝트와 동일한 시 인 주  카메라

(Subjective camera)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매핑 상과 

객과의 일체감을 높여주고 이러한 일체감은 객들

을 상 속 가상 실 속으로 손쉽게 끌어들이게 된다. 

MAX, MAYA, CINEMA 4D와 같은 3D툴의 발달은 이

러한 카메라 움직임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

었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활용한 로젝션 매핑 콘텐츠는 

발생 반엔 공간의 흐름을 표 해야하는 자동차 로

모션에서 주로 쓰 으나 차 그 효과를 인정받아 연

극, 공연, 뮤직비디오 등 그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화에 최 화 

된 통  카메라 기법을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 합

하게 재구성하고, 카메라 움직임의 요소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해내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 최 화

된 카메라 움직임 기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카메라 움직임의 이론적 고찰

1. 카메라 움직임
카메라의 움직임은 실제성에 한 우리의 감각, 즉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에 한 감각을 강화한

다. 를 들어 무  세트에 있는 등장인물을 카메라로 

촬 해 객에게 보여주었을 때, 객은 그 공간이 촬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집이라고 받아들인다. 한, 

카메라가 공간을 보여주기 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경우(Panning) 우리의 시야에는 사방의 벽이 연

속 될 것이고, 연속된 벽은 물리 으로 연결되어 카메

라 속의 공간에 한 감각을 획득하게 된다. 즉, 카메라

의 지속  움직임에 의해 공간이 확장되고 그 감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6].

그림 1. 기본적 카메라의 움직임의 이동 패턴[6]

[그림 1]과 같이 카메라 움직임은 기본 인 물리  

이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패턴을 통해 

카메라 움직임의 종류를 나  수 있다. 이  팬, 틸트

와 같은 카메라 움직임은 X, Y축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있어 다소 평면 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반면, 크래인과  

트랙 쇼트의 이동 패턴은 Z축이 추가 되어 3차원 공간

의 감각을 강화하는 등 입체 인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다.

1920년  이 에 감독들은 촬 되는 피사체의 움직

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20년  무르나우(F. 

W. Murnau), 뒤 (E. A Dupont)같은 독일 감독들은 쇼

트 안에서도 카메라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카메라 움

직임이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감독들은 카메

라 움직임을 물리  뿐 아니라 심리   주제 인 이

유로까지 의미를 확장시켜 사용하기 시작한다.

루이스 자네티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7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으며[7] 그것들은 각기 다른 물리  움직임 

패턴과 심리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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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메라 움직임의 종류와 심리적 의미[7]
종류 움직임 패턴 심리  의미

팬 수평축을 중심으로 
좌우 회전

인과관계 유지, 공간의 통일
성,  사람과 사물의 유관성 
강조

틸트 수평축을 중심으로 
수직 회전

공간적, 심리적 상호관계 강
조, 동시성 암시, 인과관계 
강조

크래인
크레인 집과 같은 
기계팔을 이용한 
공중의 달리 쇼트

3차원 공간 강화, 서로 다른 
차원과 공간을 넘나드는 느
낌, 움직임을 더욱 극대화 시
킴

트랙킹
(달리)

이동식 카메라대를 
이용해 수평으로 
공간을 이동

3차원 공간 강화, 아이러니
한 대조, 생동하고 유동적인 
느낌, 사실보다 심리적인 면
을 강조

줌 렌즈
실제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아
주 빠른 트래킹과 
같은 움직임

놀랍거나 충격적인 느낌, 사
람들을 축소시키고 공간을 
팽팽하게 만듬 화면이 별안
간 확대되는 효과

핸드 헬드
카메라를 삼각대 
등에 고정시키지 
않고 촬영

비 서정적, 변화가 많고 거칠
다, 생생한 감정과 친밀한 느
낌

공중 쇼트 공중에서 찍는 크
레인 쇼트의 변형

현란한 느낌, 자유로운 해방
감 표현

2. 배리솔트의 카메라 움직임 분석법
배리솔트는 화역사 100년간의 스타일 변화를 화

기술의 제약과 발 과의 계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그

는 기술 인 요인들이 어떻게 화의 발 을 가져왔는

지, 특히 스타일의 발 을 살펴보기 해서 그는 통계

인 자료를 제공하여 정교한 계량 인 분석방법을 제

안했다[8]. 본 논문은 그가 제안한 계량  분석이 가능

한 범주  카메라 움직임 분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로젝션 매핑 콘텐츠의 카메라 움직임 유형을 분석하

고자 한다. 

배리솔트는 팬(Pan), 틸트(Tilt), 팬과 틸트의 결합

(Pan with Tilt), 트랙(Track), 트랙과 팬의 결합(Track 

with Pan), 크 인(Crane) 등 6개의 유형으로 카메라 

움직임을 구분하고, 500개의 쇼트 당 6가지 카메라 움

직임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는 쇼트 수

가 모두 다른 각각의 콘텐츠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함으로 이러한 계산법을 통해 배리 솔트는 다양한 주

제와 장르의 화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었다[표 2].

표 2. 영화별 쇼트 500개 당 카메라 움직임의 수[9]

화명 Pan Tilt
Pan with 
Tilt

Track
Track with 
Pan

Crane

<암캐>
(1931) 45 9 3 44 17 0

<익사로부터 
구조된 부뒤> 

(1963)
30 1 0 7 7 0

<연인
프라이데이>
(1940)

82 0 0 20 9 0

<빅슬립> 
(1946) 77 3 1 36 64 0
<프론트 
페이지>
(1931)

0 0 6 39 65 0

그러나 화와 달리 상 시간이 짧은 로젝션 매핑 

콘텐츠는 쇼트수가 훨씬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00

쇼트 당 카메라 움직임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취하

고자 하 다. 한, 배리솔트는 카메라가 미세하게 움직

여서 배우를 임 상에 동일하게 유지시키려는 카메

라 움직임, 배경은 움직이지만 카메라는 고정된 경우, 

즉 자동차를 타고 있는 배우를 는 경우도 카메라 움

직임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배리솔트가 요시하는 

카메라 움직임의 기 은 감독의 의도 하에 촬 감독이 

행한 카메라 움직임이기 때문이다[8].

본 논문은 배리 솔트가 제안한 계량  분석이 가능한 

범주  카메라 움직임 분포의 방법론  근을 통해 

차 으로 다양한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는 

로젝션 매핑 콘텐츠의 카메라 움직임 유형을 분석하고

자 한다. 로젝션 매핑 콘텐츠의 카메라 움직임은 

화  상 문법에 기반을 두고 구 되고 있으므로 배리 

솔트의 연구 방법의 용이 가능하다. 에서 설명한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기 한 로젝션 매핑 

콘텐츠의 카메라 움직임 분포 분석 구조 표 시를 제

작하 다. 시 표는 다음 [그림 2]와 같으며 아래 표를 

활용하여 다음 4장에서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 100쇼트당 카메라 움직임 분포 분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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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분석

1. 사례 표본 추출
사례분석 표본을 선정하기 해  세계 최  동 상 

사이트인 유튜 (YouTube)[10]와 그래픽 디자이 들

이 가장 선호하는 동 상 사이트 비메오(Vimeo)[11]에

서 작품 사례를 수집하 다. 수집 시 조회 수가 높은 순

으로 작품을 정렬했을 경우 유명 랜드의 로모션이

나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같은 에게 노출을 목

으로 제작 된 작품들이 우 를 령했기 때문에 추천 

수라는 기 을 하나 더 고려해 조회 수와 추천 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 으로 작품을 정렬하 다. 그 , 

로젝션 매핑 콘텐츠 상 200개를 선별해 카메라 움직

임의 활용 유무를 구분하 다.  

그림 3.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리스
트 상영국가 및 제작년도

그 결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는 콘텐츠는 171개, 카

메라 움직임이 있는 콘텐츠는 29개로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한 콘텐츠는 체의 약 15%정도의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이는 비교  은 활용 비율로 악할 수 있

으나, [그림 3]에 나열된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한 콘텐

츠 29개의 제작시기를 살펴볼 경우, 카메라 움직임은 

2011년 이후에서야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 본격 으

로 용되기 시작하 으며 어느 한 국가나 시기에 편  

되지 않고 최근까지 꾸 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기에는 단순히 카메라 움직임에 의존하는 

형태 지만 후에 제작 된 콘텐츠 일수록 투 상과의 

조화나 카메라 움직임을 더욱 극 화 시켜주는 무 세

트 개발 등  더 발  된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의 콘텐츠 리스트  분석 할 콘텐츠를 추출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기 을 용하 다. 

첫 번째, 로젝션 매핑 기법의 효과를 직  느끼기

에 가장 효과 인 형태인 객 앞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되는 된 콘텐츠를 선별하고 편집을 통해 매핑 장소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이 재배치 된 콘텐츠는 제외하 다. 

로젝션 매핑을 사용하 지만 실시간이 아닌 편집을 

통해 공간 변화  시간의 흐름이 재배치 된 콘텐츠의 

경우 로젝션 매핑 콘텐츠라기보다 로젝션 매핑 기

법을 활용한 편집 상에 해당하므로 로젝션 매핑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어렵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 으로 인해 25, 28, 29번이 제외되었다.

두 번째, 화에 비해 상 시간이 짧은 로젝션 매

핑 콘텐츠들은 그 만큼 카메라 움직임 쇼트 한 짧게 

들어가게 된다. 특히 매우 짧은 시간동안 유지되는 카

메라 움직임들은 트랜지션(transition: 장면 환)이나 

단순한 화면 수식의 용도로 쓰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비록 카메라 움직임 쇼트가 들어가 있다 하

더라도 카메라 움직임의 스타일을 분석하기 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쇼트 지속 시간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카메라 쇼트의 지속 시간을 알아보기 해 각 

콘텐츠를 분석해 카메라 움직임 쇼트가 작품의 체 쇼

트에서 차지하는 시간구성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림 

4]와 같은 표를 제작하 다. 이  카메라 움직임 쇼트

의 시간 비율이 체 작품 시간의 50%이상 차지한 작

품들을 선별해 총 6개의 사례조사 표본을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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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콘텐츠의 쇼트 분석

그림 5. 사례분석 작품 리스트와 작품별 쇼트 구성

2. 사례분석
2.1 영상3 - 9th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 Opening Ceremony (UAE, 
2012)

9th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의 오 닝 

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이벤트 로덕션 JBM에서 

제작 한 작품으로 "What do you see?"라는 주제를 가

지고 사람들은 화가 주는 의미와 감정을 각자의 해석

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을 표 했다.

그림 6. 9th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 Opening Ceremony

객들의 독창 이고 다양한 해석을 표 하기 해 

명 제작자 특유의 화 기법, 유명 화 캐릭터, 착시, 

사이키델릭 아트 등의 다양한 장르와 기술을 혼합해 추

상 인 근방식으로 이미지를 구 했다. 환상 이며 

몽환 인 이미지들이 깊이와 모양을 가지고 더욱 입체

으로 보이도록 반원형으로 무 를 제작하고 로젝

션 매핑 기법을 활용했다.

그림 7. 9th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 카메라 움직임 분포

9th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2의 쇼트 

구성을 살펴보면 총 6개의 카메라 쇼트  Track 쇼트 

4개, Crane 쇼트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이

키델릭 아트 특유의 2차원의 이미지에 입체감을 기묘

하게 뒤섞은 몽환  느낌과 환각제에 의한 체험을 바탕

으로 한 유동  표 을 Crane쇼트와 Track쇼트를 통해 

더욱 극 화 시키고 있다. 미지의 우주를 유 하다 차

원이 기묘하게 일그러지거나 란한 이미지 속으로 빨

려 들어가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 으나 무  스

크린이 작고 평면 인 탓에 로젝션 매핑에 활용 된 

카메라 움직임 특유의 시각효과인 환상  느낌이나 입

체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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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7 - Coca Cola - 125th Year Exhibition 
(Turkey, 2011)

Coca cola에서 코카콜라 125주년을 맞아 터키 이스탄

불에 치한 에이 시 Antilop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코

카콜라의 역사와  세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하

는 제품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림 8. Coca Cola - 125th Year Exhibition

이 작품을 해 Antilop은 센트럴 이스탄불에 있는 

갤러리 Galeri1에 270도 로젝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90m²의 공간이 상으로 둘러싸인 “Future Room”을 

제작했다. 앞의 사례와 같이 로젝션 매핑 기법의 

용 시 매핑 상은 통상 으로 3차원의 공간  한 면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 작품은 그 틀을 깨고 

3차원 공간  바닥과 천장을 제외한 모든 면에 상을 

투 시켜 입체 인 몰입공간을 창조했다.

그림 9. Coca Cola - 125th Year Exhibition 카메라 
움직임 분포

Coca Cola - 125th Year Exhibition의 쇼트 구성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카메라 쇼트  Track쇼트 2개, 

Crane쇼트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장 인상 인 

장면은 Z축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Track 쇼트로 카메라

의 이동 동선이 깊은 동굴형의 무  세트와 호환되어 

상 안쪽의 깊은 장소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2.3 영상 10 - Ford - Tourneo Custom, 
Launch (Turkey, 2012)

세계  자동차 회사 포드(Ford)사가 2012년 출시한 

투어네오 커스텀의 런치쇼로 이스탄불의 NOTA 

BENE Visual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다. 유럽과 아시아

의 가족 단  이용자를 해 개발 된 차로 포드사의 밴 

발 과정과 제작 공정, 도시와 여행지를 달리는 모습 

등을 통해 차의 기능과 특징을 함축 으로 설명하 다. 

그림 10. Ford - Tourneo Custom, Launch

이 작품의 경우 앞의 사례1과 달리 평면  스크린에 

로젝션 매핑하고 있지만 자동차라는 3차원 입체 오

젝트를 스크린 앞에 세워 단순한 평면  스크린의 포

맷을 탈피했다.

그림 11. Ford - Tourneo Custom, Launch 카메라 
움직임 분포

이 작품의 카메라 움직임 쇼트 구성을 보면 특이하게 

총 7개의 카메라 쇼트가 모두 Track with Pan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카메라의 움직임

은 자동차 오 젝트와 매우 한 련이 있다. 자동

차 오 젝트는 오른쪽을 바라보며 측면으로 세워져 있

고 뒤의 스크린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보는 시 과 동일

한 시 으로 배경이 펼쳐진다. 자동차는 정지된 상태지

만 후면의 스크린에는 Track with Pan의 움직임을 통

해 배경이  왼쪽으로 려 지나간다

이러한 Track with Pan의 움직임은 자동차가 객들

의 에 가장 익숙한 형태로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구

해 정 에서 동 으로 변화시킨 오 제의 시각  착

시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다. 이 듯 작품 제작 시 오 젝트의 형태나 앞, 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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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등을 고려한 카메라 움직임의 선택은 오 젝트와 

상간의 자연스러운 융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곧 객의 

작품 몰입으로 이어진다.

2.4 영상14 -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_#Scene1 (USA, 2012)

그림 12.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_#Scene1

이 작품은 화 ‘드래곤 길들이기(2012)’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화와 연극의 요소를 결합해 연극이라기보

다 쇼(Show)의 개념에 가깝다. Spinifex가 제작한 두 

시간이 넘는 이 디지털 콘텐츠는 문 배우들과 25개의 

애니메트로닉스(Animatronic) 모델들의 다양한 퍼포먼

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 멜버른에서 연 이후  

세계를 돌며 상연되고 있다.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는  

사례2와 3을 취합한 포맷을 취하고 있지만 훨씬 더 발

 된 형태를 띄고 있다. 이 작품의 경우 상 매핑 시 

무 의 후벽 뿐 아니라 바닥까지 상을 투 해 3차원

의 극장 체를 이야기 속의 장소로 변모시킨다. 한, 

오 젝트들은 정지된 상태가 아닌 운동성을 가지고 움

직이며 이러한 움직임과 동일한 시 을 가진 역동 인 

상들이 객들의 앞에 펼쳐진다. 이 듯 배우, 애니

메트로닉스 모델, 무  세트, 상, 로젝션 매핑 기술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나리오 속의 이야기를 객

들의 앞에 완벽히 재 해냈다.

그림 13.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 카메라 움직임 분포

분석 장면은 연극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_#Scene1으로 총 14개의 카메라 쇼트  

Tilt쇼트 1개, Track with Pan쇼트 2개, Crane쇼트 11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메라 움직임의 부분이 

Crane으로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집 으

로 쓰이고 있는 Crane의 움직임은 주인공이 벽에서 

떨어지거나 용을 타고 비행할 때 극장 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들의 풍경, 거리, 속도들을 주인공의 시  그

로 시각화 시켜 객에게 달해 다.

이는 주  카메라 기법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 을 달받은 객들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마치 자신이 용을 타고 하늘을 날거나 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카메라 

움직임들은 How To Train Your Dragon Live 

Spectacular의 독특한 무  세트와 더불어 로젝션 매

핑 기법의 특유의 시각 효과를 극 화 시킨다.

2.5 영상15 - Hyundai - Accent (Malaysia, 
2011)

그림 14. Hyundai – Accent

2011년 말 이시아에서 상연한 사의 악센트 출

시 기념 로모션 쇼 이스로 한국의 bread 

communications 과 flipevil이 합작한 작품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를 가진 만큼 기발한 

근방식을 가지고 제품의 새로움과 참신함을 담아냈다. 

이 작품은 상을 통해 시 의 변화를 시도했던 지 까

지의 사례들과 달리 무  세트 자체가 비 실 인 시

으로 제작되었다. 90도로 세워진 거 한 벽에 와이어로 

고정시킨 자동차를 매달고 그 벽을 스턴트맨이 태연히 

걸어 내려와 차에 올라타는 것으로 공연이 시작된다. 

이는 마치 공연 무 만이 다른 차원의 력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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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보이며 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5. Hyundai Accent 카메라 움직임 분포

이 작품의 카메라 움직임 쇼트 구성을 살펴보면 총 5

개의 쇼트가 모두 Crane쇼트로 구성되어 있다. 끝없이 

이어진 트랙을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가며 도로를 달리

다 날아오르고 다시 하늘 를 달리는 운 자의 시 을 

Crane의 카메라 움직임으로 담아낸 것이다. 로젝션 

매핑 기법을 사용한 자동차 로모션 작품은 부분 사

례 3과 같이 자동차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 인 정

면 는 측면으로 세우고 Track with Pan의 카메라 움

직임을 통해 자동차가 수평으로 달리고 있는 듯한 움직

임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yundai Accent의 

경우 이러한 편견을 깨부수고 공 에서 내려다 본 시

의 비 실 인 무 를 제작하는 발상의 환을 보여주

었다. 여기에 공 을 날아다니며 자유로운 시 을 구사

하는 Crane의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그 환상성과 허구

성을 더욱 극 화 시켰다.

2.6 영상27 - Yokohama Odyssey (Japan, 2013)

그림 16. Yokohama Odyssey

일본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20주년을 기념해 일본

에서 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박용 독(dock)을 복원한 

독야드 가든(Dockyard Garden)에서 상연 된 작품이다. 

Yokohama Odyssey는 시리즈물로 제작 된 상  첫 

번째 상으로 요코하마 항구의 개항부터 재까지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조

선소 독(dock)의 독특한 형상을 살려, 높이 약 10m, 

비 약 29m의 선형으로 둘러싸인 거 한 벽을 따라 

상을 투 시켰다.

그림 17. Yokohama Odyssey 카메라 움직임 분포

Yokohama Odyssey의 쇼트 구성을 살펴보면 총 13

개의 카메라 쇼트  Track쇼트 2개, Crane쇼트 11개로 

Crane쇼트의 움직임이 압도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요코하마 항구의 역사를 한 에 

보여주는 이 작품은 Crane쇼트의 움직임의 통해 항구

와 바다를 넘나들며 비행하듯 요코하마 곳곳에 객들

을 안내한다. 이는 사례  가장 형 인 주  카메

라 기법으로 객들의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는 독야드 

가든의 거 한 스크린의 형태와 호환 되어 마치 그 세

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감각을 체험시켜 다.

3. 분석 결과
[그림 18]은 각 작품마다 어떤 카메라 움직임이 사용 

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표본 사례 6작품의 100쇼트 당 

카메라 움직임의 종류별 쇼트 횟수를 비교 한 그래 이

다.

그림 18. 100쇼트 당 카메라 움직임의 종류별 쇼트 횟수

그래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로젝션 매핑 콘텐츠

들은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 움직임을 골고루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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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주로 한가지의 카메라 움직임을 집 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긴 시간동안 여러 종류의 카

메라 움직임을 사용해 다양한 사건과 분 기를 표 하

는 화와 달리 비교  짧은 상 시간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하는 로젝션 매핑 콘텐츠들은 한 종류의 

카메라 움직임을 집 으로 사용해 체 으로 통일

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19]는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사

용 되고 있는 카메라 움직임을 알아보기 해 표본 사

례 6작품의 100쇼트 당 카메라 움직임에 따른 쇼트 수

를 모두 취합한 것이다. 표를 보면 Crane쇼트 222개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고 Track with Pan이 73쇼트, 

Track은 51쇼트 순으로 사용 되었다. 반면 Tilt는 5쇼트

로 거의 사용 되지 않았고 Pan with Tilt 와 Pan은 단 

한 쇼트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표본 전체의 100쇼트 당 카메라 움직임 횟수

Pan이나 Tilt쇼트는 정지된 축에서 촬  되어 범 에 

한계가 있고 카메라 방향이 수평이나 수직으로 한정되

어 공간을 평면 으로 느끼게 한다. 반면, Crane, Track 

with Pan, Track의 카메라 움직임은 방향이나 범 에 

한계가 거의 없으며 계속되는 공간들을 물리 으로 연

결시켜 객들이 3차원의 공간에 한 감각을 강화시

켜 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된 Crane쇼트는 X, Y, Z축

을 자유롭게 넘나들어 움직임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연

속된 방향의 변화와 다양한 시  구사를 통해 주  

카메라 기법을 가능하게 하는 카메라 움직임이다.

이 듯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서는 Pan이나 Tilt쇼

트와 같은 평면  카메라 움직임 보다는 무 의 물리  

한계를 극복시켜주는 Crane, Track쇼트와 같은 입체  

카메라 움직임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

다. 한, 화와는 달리 심리 , 주제  이유보다는 주

로 물리 인 이유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표 3. 프로젝션매핑 콘텐츠에서 카메라 움직임의 활용
카메라 움직임 로젝션 매핑에서의 활용

Pan 거의 쓰이지 않음
Tilt 거의 쓰이지 않음
Pan with Tilt 거의 쓰이지 않음

Track Z축의 공간을 가로 질러 오브젝트의 입체감을 강
화. 동굴형 무대세트에 적합 함

Track with Pan
X축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배경으로 인한 공간 
확장. 카메라의 흐름은 관객을 목적지로 인도하는 
느낌을 줌. 여행 컨셉의 콘텐츠에서 자주 쓰임

Crane
움직임에 한계가 없고 공간을 끝없이 확장, 차원
과 공간을 넘나드는 느낌, 주관적 카메라 기법 구
현을 통해 관객의 콘텐츠 몰입도를 높혀 줌

Ⅴ. 결론

본 연구는 배리솔트의 통계를 활용한 방법론  근

을 통해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서 나타난 카메라 움직

임의 유형에 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두 가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서의 카메라 움직임

은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하는 화와 달

리 Pan이나 Tilt쇼트와 같은 평면  카메라 움직임 보

다는 Crane이나 Track쇼트와 같은 입체  카메라 움직

임이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 은 

화와 로젝션 매핑 콘텐츠의 지각 방식의 차이에서 오

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미디어로 구 된 가상의 

혼합 실 속에서 극 화 된 시각  감각은 단순한 

조에서 벗어나 극 인 개입으로 이어지는 각성을 

불러오는데, 이를 시각  각성이라 부른다[12].

매체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인간

의 지각구조는 단순히 시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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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고 기술 재생산 시 의 술에 합한 새로운 

지각 방식으로 이러한 "시각  각성"을 제시한 바 있

다[13]. 즉, 로젝션 매핑으로 구  된 혼합 실은 시

각을 통해 신체의 각성을 자극하여 시각  각성이

라는 새로운 지각 방식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공간인 것

이다. 사례 상을 보면, 객들이 강한 시각  착각을 

일으키는 장면은 부분 트랙이나 크래인 쇼트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젝션 매핑 기법이 구 한 

혼합 실 속에서 트랙이나 크래인 쇼트와 같은 입체  

카메라 움직임은 시각  각성의 극 화를 통해 수용

자로 하여  디지털 이미지가 신체에 해 각 인 

항  운동 감각 인 힘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3차원

인 공간을 바탕으로 시각 인 측면과 함께 통일성을 이

루어[14] 실감각  체험을 더욱 극 화 시켜주는 데 가

장 효과 인 카메라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로젝션 매핑 콘텐츠에서의 카메라 움직임

은 심리  이유보다는 주로 물리 인 이유로 활용되었

으며 이는 곧 매핑 오 젝트의 형태와 깊은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용자의 가상공간 체험

을 다 감각화 시키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더욱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상을 투 시키는 상의 형

태가 매우 요하다는 이다. 오 젝트의 생김새나 모

양, 크기, 방향 등을 고려하여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하

면 더욱 강한 시각  각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사례 1과 같이 입체  카메라의 움직임을 사용하 더

라도 투  상이 작거나 평면 인 경우 큰 시각 효과

를 보지 못하 으나 사례 2, 4, 6과 같이 스크린이 매우 

거 하거나 작더라도 방안 체에 다면으로 상을 투

시켜 객들의 시야를 입체 으로 가득 채우는 경우 

객들은 카메라의 시 과 동화 되어 뚜렷한 착시 효과

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 카메라 움직임은 각 쇼트마다 특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례 2, 3, 5와 같이 카메라 움직임의 방

향성과 오 젝트의 형태를 연동시켜 콘텐츠를 구성하

는 것은 시각  각성를 극 화 시키는 요한 부분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면에 상을 투 하는 방식은 

극장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화산업에서도 응용되고 

있으며, 2013년 CGV에서는 면 스크린을 넘어 양쪽 

벽면까지 즉,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특별  

'ScreenX'를 런칭시켜 보다 더 입체 으로 화 람

방식을 진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결과 으로 로젝션 매핑 콘텐츠는 기존 화에서 

사용하는 통  카메라 움직임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필요로 하며 이는 매체의 지각 방식  무  세트나 오

젝트의 형태와도 깊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구조는 주로 물리 인 이유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화에서와 같

이 심리 , 주제 인 이유를 함께 고려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인터 션과 같은 공학  근을 통

한다면 더욱 효과 이고 참신한 무  연출의 새로운 장

을 열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배리 솔트는 콘텐츠의 모든 쇼트를 움직이는 카메라

로 촬 한다고 해서 그 화가 객의 높은 반응을 얻

어내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물리 , 계량  분석만으로

는 우리가 콘텐츠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등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내성  분석 고찰 즉, 질 인 연구가 병

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8]. 한, 아직 로젝션 매핑 

기법이 발 하는 단계이고 공연에서도 특수한 사례이

므로 그 표본을 구하기 어려워 자칫 특수한 사례가 일

반화 되어 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 을 인지하고 향후 카메라 움직임의 활용 사

례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다면 추후 진행 될 연구에서는 

비슷한 목 으로 제작 된 공연의 장르를 나 는 등 더

욱 세 하고 다각  근 방식으로 로젝션 매핑 콘텐

츠에서 사용 된 카메라 움직임의 유형을 악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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