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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필름 채색(Drawn-on-film) 애니메이션 기법은 어떠한 영상 콘텐츠 분야 속에서 주도적으로 이용되거나 주목
받지 못한 기법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 과거 실험적 기법을 새롭게 발굴 모색하여 애니메이션 장르의 미래적 방향과 
미학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가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름 채색
(Drawn-on-film) 애니메이션 기법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응용하고 학습에 활용하며 얻은 결과물과 경험적인 정보, 그
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창출된 기법 등을 체계화하여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안적 디지털 제작 시스템을 제안하여 
제작 과정들을 비교 실연하였고 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장르의 기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시했
다.

주제어 : 애니메이션, 필름채색 , 프레임 , 라인테스트 , 노만 멕라렌

Abstract  Drawn-on-film animation technique is one that neither is actively used nor receives attention in any 
video content area. This paper means to strengthen animation genre's future direction and aesthetic aspect by 
seeking to newly discover previous experimental techniques through this paper. Taking into account the details 
of paper, it was intended to systematize and introduce results and experiential information obtained by 
researcher from applying drawn-on-film animation techniques in actual educational arena and utilizing these in 
learning and newly created techniques and the like through this. Production processes were comparatively 
demonstrated after suggesting an alternative digital production system in this process. And ultimately, a study 
and proposal was made so as to be helpful in developing the techniques of animation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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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애니메이션은 역사 으로 움직임을 주제로 다루고 있

는 총체 인 술이며 역사 으로도 순수 술 분야와 동

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1]. 디즈니 식의 잘 그린 그림의 

묘사능력은 만화 화에서 매우 요하고 직업 장에서 

실 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숙련을 통해 획

득해진 획일 인 모방능력은 작품 장에서 곧 창의성

의 부재와 한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  상황 속에서 

연구자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 실기능력의 학

습을 넘어 개성의 표 과 상상력의 발동을 통해 표출하

는 내면 인 감정의 표 능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배양을 해 체계 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론

에 해 실함과  문제해결의 결과로 과거의 실험 애니

메이션 기법의 하나인 필름 채색(Drawn-on-film) 기법

에 한 주목을 하게 되었다. 이 기법은 에게 실험형

식의 생소함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애니메이션 기법의 

하나이며 표 인 특징은 필름 띠(Filmstrips)의 표면 

에 드로잉을 하는 것이다. 제작과정은 필름 안에 있는 

각각의 화면이 원 앞을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 

(zoom)으로 해서 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이다[2]. 이로 

인해 이미지들은 투사와 동시 확 를 통해 더욱 자극

이고 동 인 시각체험을 느끼게 해 다.  한 이 기법

은  은 비용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즉석에서 움직임

들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즉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경제성과 장 은 학교나 장에서 사용된다면 매우 

유용하고 생산 이지만 필름 시스템의 오래된 통  제

작 공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실무 용과 실제 장에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힘든 실 인 이유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고 

안 인 제작공정을 수용하여 실 으로 기법 용이 일

반화되고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2. 기술적 배경

2.1 필름채색 (Drawn-on-film)애니메이션의 

정의와 개념

필름 채색 (Drawn-on-film) 기법이란 말 그 로 필름 

에 직  그리는 기법이다. 촬  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상을 만드는 기법으로서 필름 에 직  거나 낙서하

는 (Scratch and Doodle) 방식을 의미한다[3].

[Fig. 1] Norman mclaren, Drawn on film work

이 기법은 다른 말로 비 촬 기법(Cameraless animation)

이라고도 하는데 촬 하지 않은 상태의 필름 원본을 

상으로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키피디아 사 에서 

가장 최근에 정리된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특성을 

악하고 자의 으로 쓰인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Drawn-on-film animation, also known as direct 

animation or animation without camera,  also known as 

direct animation or animation without camera, is an 

animation technique where footage is produced by 

creating the images directly on film stock, as opposed 

to any other form of animation where the images or 

objects are photographed frame by frame with an 

animation camera.”[4].

의 문장을 살펴보면 필름 에 그리는 애니메이션

(Drawn-on-film animation)은 직조(direct)애니메이션 

기법, 혹은 그림을 다시 카메라로 담는 재촬  과정 없이 

만드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의미한다. 한, 거시 으로 

기계가 아닌 작가가 손으로 만드는 (hand-made) 수작업 

애니메이션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몇 가지 공통

이나 특징들을 추출하여 볼 때 첫째 표  상으로서  

매체인 필름  (Film Stock)과 직  손으로 그려내는 수작

업의 특성이 추출되며 마지막으로 비 촬 방식이 이 기

법의 독창 인 요소로서 정리될 수 있다. 연구에서 명칭 

되는 필름 채색 (Drawn-on-film)이란 용어는 필름 에 

그림을 그린다는 심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직 으로 

보여주기에 사용하 다.

역사 으로 1930년 에 등장한 이 기법은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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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Len Lye)와 노만 맥라 (Norman Mclare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렴하고 쉽게 

제작이 가능한 경제  요소를 이 기법의 성립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5].  이 기법은  캔버스가 되는 필름, 그리

는 도구 그리고 작가의 아이디어로만 제작 가능하며  별

도의 상이나 편집 없이 상의 결과물을 바로 앞에

서 볼 수 있다. 작업 후 그려진 필름 띠를 바로 사용 

로젝트를 걸어 확  투사하면서  앞에서 손쉽게 움직

임을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촬 이나 인화, 편집 등의 복 단계를 거치는 화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작은 임 속에 복잡

하지 않은 이미지 주로 묘사하는 드로잉 방식은 만화

화와 달리 작화에 쏟는 시간과 노동력을 약하게 되

고 업 없이 혼자 개인용  창작을 해 독립 인 작업을 

시도하는 작가나 일인 제작 시스템을 선호하는 실험 

상 작가들에게 애용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작화지가 

아닌 필름을 사용하지만, 일반 인 애니메이션과 동일한 

착시 원리와 임 촬  기술을 공유한다. 그러나 필름

의 단일 임과  복합 임의 이미지들을 상황에 맞

게 조직 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은 노만 맥라 (Norman 

Mclaren)의 말처럼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그려 나가며 

운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총체 이고 연속 인 이미

지의 변화들을 염두에 두며 임에 그려진 그림 보다 

그 사이에 만들어진 효과를 의미한다[6].

“일부 작가들은 습 으로 분리된 이미지의 임

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와 필름의 체 을 하나의 캔

버스로 생각하고 각각의 임이 어디에 놓일 것인가에 

한 고려 없이 아래 를 무작 로 흩으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7].

  즉 개별  그림과 묘사에 치우치기보다는 체 시간

의 변화하는 형태의 연속  특성을 악하고 움직임으로 

연결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통해 더욱 직 이고 총체 인 이미지 리와 감

각 인 경험을 유발하고 새로운 움직임 표 이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미학 인 체계를 구성한다.

2.1 기법 특성과 유형분석 

필름 채색( Drawn-on-film) 기법 에서 필름의 선택은 

기법의 구 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도화지를 고

르듯이 드로잉이나 채색을 할 경우 필름의 종류에 따라 

색다른 효과와 의도된 표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Fig. 2] Clear film & drawings (Kit Laybourne, 
the animation book, 28 )

일반 으로 캔버스가 되는 필름의 표면 특성을 분석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투명필름(clear leader)과 

불투명필름(opaque fil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는 

선에 노출된 투명하고 깨끗한 필름을 말한다. 아무런 이

미지도 상되지 않은 문 편집용 리더(leader)를 투명

필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투명 필름은 인 으로 만

들기도 하는데 클로락스(Clorox)라는 세척제를 사용하여 

생필름의 유제막 표면을 닦아 내어 제거하는 방식이다[8].

[Fig. 3] Blinkity Blank (1964) by Norman Mclaren

투명필름이 하얀 바탕 에 자유스럽게 회화 인 표

이 가능하다면 불투명 필름 에 그려나가는 작업과정

은 조  다르다.  불투명필름은 노출  필름 원본인 생

필름을 말하며 필름 베이스 에 할로겐화은 유제가 도

포된 상태를 말한다. 각기 다른 염료 층을 보유하고 있고 

표면을 는 깊이와 강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며 흑백필

름보다는 컬러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내구성이 있다 

[9].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베이스 층 에 감 유제(emulsion)

인 은 입자가 착제로 붙어 있어 이 부분을 날카로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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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으로 벗기게 되면서 생긴 물리  상처로 인한 표식

을 이미지로  표 해내는 기법을 일반 으로 스크래치

(Scratch) 기법이라고 한다. 주의할 은 이 과정에서 남

는 분말이나 꺼기 등이 화면에 붙거나 확 되었을 때 

의도되지 않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벌을 

인화하여 복사 하는걸 제안하기도 한다[10].  

[Fig. 3]은 35미리 불투명필름 에 주머니칼, 제바

늘, 면도칼등 날카로운 도구들로 표면에 물리 인 상처

를 주어 만든 블랭키티 블랭크 (Blinkity Blank) 라는 노

만 맥라 의 작품이다[11]. 작은 화면 에 일견 낙서와 

같은 스크래치 자국들이 투사와 확 가 동시에 벌어지면

서 긴장감과 시각 으로 과장된 운동감을 화면에서 느낄 

수 있다.    

불투명 필름과 투명필름 두 종류의 필름은 모두 필름 

고유의 미끄러운 질감을 내게 하는 셀룰로이드 (Celluloid)

로 이루어져 있다. 이 특별한 속성은 필름이 갖는 특수성

이며 한 한계  요소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종이처

럼 색조의 수분을 표면에 받아들이거나 스며드는 효과를 

기  못 하는 신 물감과 항하고 반사되는 독특한 표

면 질감 혹은 색조를 만들어낸다. “ 컬러 화의 빛은 컬

러 필름을 투과하여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색이 발 하

는 것을 말한다. 그림책이나 유화에서처럼 반사하는 

선이 아닌 것이다”[12]. 따라서 투명한 필름이 빛을 투과

하면서 만들어내는 색감은 매우 독특한 색감으로서 이 

기법의  다른 미학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노만 맥라 은 1949년에  35mm 투명필름 에 그의 

표 인 작품, “재미있도록(Begone Dull Care )”을 제작

한다. 필름의 양쪽 면에 각기 염료와 잉크로 채색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필름 에 물감과 

염료들이 화학 으로 필름표면에 혼합되거나 스며들어 

매우 다양한 질감과 패턴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얻는다

[13]. 특히 이 작품은 음악과 이미지를 일치시키는 작업, 

즉 음악의 지속시간에 따라 임의 길이를 정해 채색

하면서 음과 상의 정확한 동기화를 통해 아름답고 정

교한 화면 구성을 보여 다.

롤러 등을 이용해 투명필름 에 화려한 추상패턴의 

문양들을 만들기도 하고 불투명 필름에 용하여 벗겨내

기(Scratching)기법으로 검은 바탕 에 하얀색 상처들이 

운동하는 상을 시도하며 필름 채색 (Drawn-on-film)

기법의 교과서 인 테크닉을 모두 완성한다. 

[Fig. 4] Begone Dull Care (1949) by Norman Mclaren

3. 디지털 제작 방식의 수용

라틴어 디기투스(digitals, 손가락)을 의미하는 디지털

(digital)은 정보 달의 단속 인 방식을 이용한 기술이

다[14]. 디지털 부호(binary)를 컴퓨터는 받아들여 하드

디스크나 자기 디스크에 데이터들을 장하며 정보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가능  한다. 필름을 체하는 상 

 음성신호의 압축복원기술이 상용화 돼가는 추세와 환

경이다. 변해가는 지식과 기술의 수용은 곧 새로운 미  

체험을 수반하며 술의 형식과 내용의 계를 재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름에서 디지털 제작 방식으

로의 이는 시 의 정보 문화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

써 시 으로 순응해가는 자연스러운 표 방식의 변화

로 인식할 수 있다.    

3.1 디지털 입출력 시스템

분업화된 집단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상업 만화

화 제작과 달리 필름 채색기법(Drawn-on-film)은 기본

으로 일인 제작시스템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인테스트는 (Line test)는 일종의 간이촬 기이로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에 연필로 동작을 미리 보는 장

비이다[15]. 교육 장이나 만화 로덕션에서  사  작업

단계로서 꼭 필요한 필수  장비이기도 하다. 연필테스

트(Pencil Tester)라고도 불리는 이 장비는 말 그 로 연

필로 거칠게 그린 동작들을 수직으로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임 촬  후  이 버튼을 르면 즉석에서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으므로 원하는 동작의 오류를 찾아내

어 수정과 동시에 새로운 동작의 실험과 분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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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ine Tester System AC –200
라인테스트는 사 제작을 한 목 으로 만들어졌지

만 디지털 기반의 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촬

과 즉각 인 상 구 뿐 아니라 확장하여 컴퓨터나 

비디오, 로젝터 등 주변 장비와 결합한다면 입출력의 

복합 상제작 과정이 가능한 효율 인 시스템이다. 바

로 이러한 에서 은 산으로 개인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매우 근성이 강한 장비이며 한 시스템으

로 볼 수 있다. 

[Fig. 6] Film Making System

통 인 필름 채색 기법(Drawn-on-film) 은 [Fig. 6] 

그림처럼 장비구성이 매우 단순하다. 촬 기와 필름 그

리고 사기가 갖춰지면 가능하다. 작가는 수직 필름 촬

기 에서 임을 일일이 그려나가며 동시에 싱

임(Single frame shot) 촬 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다. 그러나 이제는 싱 임(Single frame shot) 촬

카메라가 아니어도 일반 컴퓨터에서 캡처 방식의 촬  

임 제어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스캐 를 통한 

디지털 입력 방식도 있다. 따라서 그림 [Fig. 7]과 같이  

모니터와 로젝트를 통해 상 출력이 곧바로 가능한 

라인테스트 시스템은 상제작과 동시에 투사라는 기능

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Fig. 7] Digital Works Making Process

본고에서는 AC -200이라는 라인테스트 시스템을 사

용하여 그림 [Fig.8]와 같이 구성을 해보았다. AC -200 

시스템은 미국 유명한 애니메이션 문장비회사 (John 

Lamb Animation Controls, Inc )에서 제작된 상업용 라

인테스트 장비이다. 미국 역의 로덕션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라인테스트기로서 CCD 카메라(CV-730)와 

타임 랩스 기능을 가진  코더(Model AG 6730)그리고 

임 컨트롤러 3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카메라는 수

직으로 카피 스탠드(Copy Stand) 장착되어 에서 아래

로 내려 게 되어있으며 동시에 촬 될 이미지의 크기나 

치를 모니터로 확인 할 수 있다. 

[Fig. 8] Digital Works Making System With AC-200

촬  치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인 으로 임 

컨트롤러 장비에 임 수를 기재하여 원하는 임 

수만큼 단 로 지속해서 촬  작업이 진행하게 되어있다. 

촬 이 끝나면 바로 이 버튼을 러 장된 이미지

를 1 에 24 임의 속도로 상을 돌려볼 수 있다. 

한 촬 된 상은 곧바로 재생을 통해 동시에 출력 신호

와 함께 모니터와 더 나아가 형 로젝트 스크린으로 

연결되어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수직촬 과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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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통한 입출력의 복합  시스템은  필름 신 디지털 

입력되며 상신호를 받아서 출력이 되는 것이다.  필름 

채색 기법(Drawn-on-film)은 기본 으로 필름의 임

이라는 작은 치수의 화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세부

인 표 을 해서는 이미지를 확 하는 확 경과 같은 

특수한 기구가 필요로 하다. 촬 과 동시에 이미지를 포

착하는 모니터 화면은 즈를 통해 확 된 이미지를 보

여주는 필름의 뷰어(Movie Scope) 기능을 신 하므로 

확 된 임에 손쉽게 이미지들을 그려 넣어 수정하거

나 이미지들을 촬 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3.2 필름 매체의 변용 

필름을 롤에 걸어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는 실제 필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가상 필름이 필요하

다. 가상 필름에 한 기록은 역사 으로 필름 성립 이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랑스 작가 에  이노(Emile 

Raynaud)는 1877년 학기계의 최종 인 발 단계로서 

락시노스코 (Praxinoscope)라는 장치를 만든다. 그는 

장치 속에 연속 인 움직임을 그린 그림을 긴 리본에 붙

여 원통 안에 넣고 돌려 구멍 사이로 투사하고 다시 이것

을 거울로 그림을 확 하여 크게 보이도록 한 장치를 발

표한다. 에  이노의 종이 필름(A colored strip)은 일

종의 롤필름과 같은 형태로써 종이에 구멍을 만들어 

 필름과 같은 구조의 투사방식을 같이 사용했다[16].

에 와서  로버트 리어(Robert Breer) 는 작은 인

덱스카드를 사용하여 일련의 변형된 필름 띠(Filmstrips) 

형태를 만들어 그림을 그린 후에 16미리 필름으로 재촬

하여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17].  

필름은 구조  특성상 연속 으로 작은 크기의 

임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연결이며 길게 하나로 이어진 

띠(strips)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름을 신하

는 가상 필름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필름 띠 

(Filmstrips)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작업 환경에서도  실

제 필름의 구조  형태를 이용하여 드로잉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형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Fig. 9]의 사진은 장에서 필름 작업에 사용되는 35

미리 투명필름과 시 에서 매하는 두루마리 종이 린

터 롤 (57mm 린터롤)과의 비교 사진이다.  기본 인 

롤 구조는 동일하며 단지 매체가 종이와 셀룰로이드라는 

차이가 있다. 하단의 사진들은 종이 린터 롤의 종이 띠 

표면에 수평  동선으로 길게 드로잉이 된 화면이다.  종

이 필름을 만드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용할 

수 있다. 외형상 롤의 형태와 긴 종이 띠는 화 필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 스 드로잉이 가능하

며 복수의 임이 연결된 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9] 35MM CLEAR FILM LEADER 1000FT 
ROLL& 57MM PAPER ROLL

3.3 재연과 기법창출

논고를 통해 제안된 디지털 시스템의 운용과 필름 제

작방식을 비교 검증하는 것은 통  기법의 표  특

성들과 미학  특징들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그 제

작과정의 실연과 결과물을 통해 비교해 보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Fig. 10] Norman Mclaren 

의 사진은 1961년 캐나다 화국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에서  평행선 (Lines Horizontal)이란  

작품을 만들면서 불투명 필름 에 스크래치 기법을 시

연한 사진이다[18]. 불투명 유제막 에 날카로운 도구로 

물리  상처를 내어 그려내는 방식은 형 인 스크래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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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효과를 해 우선 종이로 필름을 만든다. 다음 

만든 종이 필름 에 투명비닐 테이 를 착시키고 그 

에 검은색의 코 을 입  가상의 유제막을 입히게 된

다. [Fig. 11] 과 같이 길게 비된 종이 띠 에 투명 테

이 를 붙여 필름의 셀룰로이드 (Celluloid)로  질감을 입

힌다. 그리고 검은색 색채를 표면에 칠하고 불투명 유제

막과 효과를 만든다. 후에 임을 구분하기 해 라이

트 박스 에서 경계선을 만든다. 이후의 작업은 사진과 

같이 복수의 임을 한꺼번에 동시에 그려내어 기하학

인 선을 만들어낸다. 이때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마커나 크 스로 색칠 하고 수정하여 완성한다.

[Fig. 11] Non-Film Making Process
 

드로잉이 끝난 후 필름 띠를 촬 이 편하도록 한 씩 

잘라 놓고 라인테스트기의 촬 시스템을 이용하여 촬

을 시작한다. 이때 사 즈는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풀 화면으로 잡는 역할을 한다. 한 고정된 화면 촬 을 

해 사각의 단일 임만 보일 수 있는 홀을 만든다. 

이때 구멍은 임의 길이와 같아야 하며 두꺼운 종이

나 라스틱을 이용한 매트를 사용한다. [Fig. 13] 그림과 

같이 라인테스트기의 화면을 살펴보면서 필름 띠의 

임 하나가 화면에 꽉 차도록 사 즈를 조 한다. 배면

에 라이트를 사용하여 촬 한다면 이미지와 색감이 선명

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촬  시 컨트롤러의 수치를 

보아 복 촬 이나 건 뛰지 않도록 찰이 필요하며 

촬 이 끝난 후에 완성된 상은 되감기를 해서 동작을 

확인해 본다. 

모니터의 이미지는 필름의 확 된 임들이다. 작은 

화면의 임도 촬 하게 되면 화면 체에 확 가 됨

으로써 사막에 투사된 형태의 확장된 상을 측 할 

수 있다.

  

[Fig. 12] Working with Camera 1

 [Fig. 13] Working with Camera 2

4. 결론 

본 연구는 필름 채색 (Drawn-on-film) 기법을 에 

재해석하고 실제 제작환경에서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

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첫째 과거의 실험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활용한 디지

털 제작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작가와 학생 등 ,일반인과 

교육의 장에서 실 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필름 매체의 변용을 통해서 더욱 풍부한 회화  

가능성을 열고자 했다. 필름 신 종이라는 매체를 사용

함으로써 회화  표 기법의 극 인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자 했다. 작가의 무한한 술  감각과 욕구를 

표 할 수 있는 형태로서 종이 매체는 통 인 회화 매

체의 수용과 표  가능성을 의미 하며 이러한 특성들을 

받아들여 보다 극 인 회화  근을 시도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특히 추상  형태와 이야기 

구조가 없는 순수 상들을 쉽게 표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여 애니메이션 교육과 조형표 의 범 를 더욱 풍

부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후속 과제로서 필름 매체의 투명성 복원과 임과 

음 를 이용한 동화음(Animated sound)에 한 극

인 보완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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