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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알게 되요

우리 눈에서 나타나는 잔상효과를 체험하고 조트로프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화영화 에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원리 플립북 조트로프 소마트로프 프( , , ,

락시노스코프 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게 필요해요

조트로프 제작틀 검은 도화지 필름 칼 자 가위 형광펜 연속그림 셀로판 테( , OHP , , , ) , ,

잎 접착제 실 고무찰흙 미니스테플러 펀치, , , , ,

함께 해보아요~~

잔상효과 확인하기1.

아래 그림 가 에 우측의 검은 원에 작은 희 원을 계속 주시하다가 우측의 검은 점(1) ( )

을 바라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작은 검은 원 주위에도 그림 나 와 같이 검은색의 큰 원이( )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가( ) 그림 나( )

아래 그림 다 의 중심 네 개 점을 초 동안 주시하다가 눈을 감소 상을 떠올리거(2) ( ) 10

나 흰 바탕의 화면을 바라보면 그림 라 와 같은 신기한 인물의 상이 나타난다( ) .

스폰지밥 원피스 검정 고무신 여러분 만, , ~~『 』

화영화 좋아하시죠 이런 만화영화를 직접 만들어본다?

면 정말 재미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에니 만들기에?

도전해 봅시다!!



그림 다( ) 그림 라( )

조트로프 틀 만들기2.

검은 도화지를 로 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바탕그림을 그린다(1) 1/2 , .

겹쳐진 두 장을 모양에 따라 가위를 이용하여 오려내고 필름을 윗면의 꼭지점(2) , OHP

으로부터 지점의 크기가 되도록 오린다2/3 .

위틀과 아래 틀 그리고 필름을 모두 꼭지점으로 부터 각이 되도록 접는다(3) , OHP 8 .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여 연속되는 그림을 꾸민 다음 아래 틀 각면에 맞추어 붙인(4) 8

다.

위틀을 꼭지점으로 부터 정도 잘라내고 그 위치에 필름을 붙여준다(5) 2/3 OHP .

아래 틀 안쪽에 고무찰흙을 넣어 고정하고 위틀과 아래 틀의 바닥면이 마주보도록(6) ,

다이아몬드형 하여 본드로 붙인다( ) .

필름의 끝에 정도의 실을 테이프로 붙여 고정한다(7) OHP 10 .㎝

실을 잡고 적당한 속도가 되도록 회전시키면서 슬릿을 이용하여 내부의 연속된 그(8)

림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자.

는 물체를 보면서 속상자를 서서히 당기면서 초점을 맞추며 관찰한다.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서 보이는 것을 관찰해보고 속상자의 안,④

쪽에 있는 기름종이에 비친 사물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4>

과정< 6> 과정< 5> 과정< 7> 과정< 8>



에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리 알아보기3.

플립북(1) ,

빠른 속도로 종이들을 넘기면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임.
뒷 그림의 투사와 편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카드 묶음의 후반부터 시작해야 초에 장(1 18~24
정당)

플립북 애니메이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프레-
임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한다(Frame-based) .

애니메이션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프레임을 한장 한장 그려나가-
는 것으로 어렸을 때 책의 가장 자리에 그림을 그려 빠르게 넘기
면 나타나는 효과를 떠올리면 된다.

플립북 애니메이션은 파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
이 제한된 데이터 전송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

소마트로프(2)

가장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년1826

영국인 의사 존 에어튼 파리스 가 제작(John Ayrton Paris)

한 애니메이션 도구.

종이 원판 양쪽에 달려 있는 실을 잡아당겨 원반을 회전시키면
한쪽 면에 그려진 이미지와 다른 한쪽에 그려진 이미지가 합쳐져
제 의 합성된 그림처럼 보여진다3

프락시노스코프(3)

년 프랑스의 에밀 레이노 가 조트로프의 단점을 개선하여 만든 애니메1877 (Emile Reynaud)
이션 도구.

광원과 거울을 이용해 드럼의 틈새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이 화상을 드럼 외부로 투영할 수
있게되어 최초로 대중에게 움직이는 그림을 영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유 의 점【 】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1) .

조트로프 틀을 만들 때 잘라내는 부분 특히 칼로 잘라내는 부분 이 매끈하도록 주의(2) ( )

하여 자른다.

조트로프를 관찰할 때 회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관찰하기가 어려우므로 속도를(3)

적절하게 맞추어 관찰한다.

생각 모으기

밤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네온사인 을 보고나서 검은 밤하늘을 보면 무엇이 보1. ( )

이는가 왜 그럴까 잔상효과에 대하여 생각하고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 .

조마트로프의 슬릿의 크기를 더 작게 하거나 크게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2. ?

보다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3. .

그래 바로 이거야, ! 잔상 효과란( ??)

우리 인간의 눈은 눈에 들어온 빛을 시신경이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경이 감지한 어떠한 상은 잠시 동안 뇌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를 잔

상효과라 하고 일반적으로 초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20 .

한 그림에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원판의 검은 색이 눈에 보이게 되므로

아무그림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며 원판의 회전을 좀더 빨리 하여 뇌의 잔상이 사라

지기 전에 다음 그림이 눈앞에 오게 되면 전 그림과 다음 그림은 서로 연결되게 되어

전체적으로 선수가 재주를 넘는 동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잔상효과를 쉽게 관.

찰 할 수 있는 영화는 초간에 장의 필름이 진행하게 되어 정지된 동작이 아닌 연속1 24

된 움직이는 동작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