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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커뮤니케이션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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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비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위험한 모험
키워드 공상과학 소설, 과학 커뮤니케이션

본 논문에서는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가 로제타호(Rosetta) 미션의
핵심적인

과학

및

철학적

문제들에

관객을

관여시키고,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Churyumov–Gerasimenko)의 표면에서의 필레(philae)의 위험한
착륙에 관한 예측을 다루기 위해서, 로제타호 미션에 관한 단편 공상과학 영화를 어떻게
제작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시작: 공포의 7분(7 Minutes of Terror)부터 로제타 스토리(Rosetta story)까지
2012년 8월 6일 이른 아침, 나는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유럽우주기구(ESA)의
유럽우주운영센터(ESOC)에서, 화성에서의 나사 큐리오시티(Curiosity) 탐사선의 착륙을
다루는 매스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로부터의 생방송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긴장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스카이크레인” 접근법이 위험했으며, 전체 미션이
이러한 접근법에 달려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ESOC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몹시 흥분하였던 이유 중 하나는, 화성 대기를 통과하여
표면에 도착한 큐리오시티 탐사선의 여정을 묘사한 공포의 7분이라 불린 NASA 제작 영화
때문이었다1). 이 영화에서는 각각의 핵심 단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미션의 엔지니어들을
보여주었으며, 최고급 컴퓨터 그래픽, 사운드, 음악 등을 배치하여, 이러한 우주 비행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공포의 7분에서는 이러한 미션을 대담하고, 위험하며, 심지어는 약간 미친 듯한 방식으로
그려냈지만, 분명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미션이
진행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모험 속에
참여하는 느낌을 받도록 장려하였다. 이 영화는 큐리오시티 착륙처럼,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는 기대치가 올라갔으며, ESA에서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업무와 동일한 참여도까지
끌어 올려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로제타였으며, 정확히 2년 후
혜성 67P 추류모프-게라시멘코(Comet 67P/C-G)에 도착했기 때문에, 몇 달 후 혜성
표면에 착륙기인 필레를 착륙시키는 것이었다.

1) 나사의 화성 큐리오시티에 관한 영화 공포의 7분: https://www.youtube.com/ watch?v=Ki_Af_o9Q9s

로제타는 큰 규모일 예정이었다. 로제타는 혜성에서 집결하고 호송하여 착륙해야 하는 사상
최초의 미션으로서 신기원을 열어주기로 하였으며, 이는 사람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는 모험이 될 예정이었다. 과학적으로, 미션에서는 태양계의 기원, 심지어는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약속해주었다. 이는 우주 탐험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로제타는 분명 공포의 7분이라고 다뤄질만한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
가장 광범위한 대중을 가장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는 필레의 착륙이 될
예정이었지만, 화성으로 향하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큐리오시티의 고속의 덜커덩거리는
하강과는 반대로, 필레는 혜성 표면으로 차분히 하강하는 데 몇시간이나 걸릴 것이었으며,
매우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영화를 긴장의 7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칭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나사의 영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만을, 즉 큐리오시티를 화성에
착륙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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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다. 영화는 “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왜 이러한 위험한 프로젝트가 가치
있는 일일까? 이러한 미션 뒤에 숨은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복잡한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위험 뒤에서, 사람들은 왜 이러한 미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따라서 시작 초반부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것들과 달라야했음을 알고 있었다.
미션을 설명할 뿐 아니라, 영화에서는 로제타를 통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과학적으로, 심지어는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일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관해서 어떠한 점을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우리는 로제타에 관해서
사람들이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길 원했다.

로제타의 중요한 한 해에 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중반까지 빨리감기를 해
보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구축할 수 있었던 2014년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1월 20일 겨울잠에서 깨어, 8월 6일 67P/C-G와 만남을 갖고,
11월 중순 필레의 착륙이 있었다. CAP 저널의 특별호에서나 나올법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캠페인의 핵심적인 부분만 영화화하기로 했으며, 따라서 잠정적으로
로제타 스토리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몇 분짜리 최상급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내부적으로 납득시켰으며, 필요한 기금 마련에 들어갔지만, 이후 곧

이러한 미션에 관한 간단한 영화가 가치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미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기술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보다 다큐멘터리를 훨씬 더 잘 제작했을 것이다. 그 외에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공상과학 소설로 들어가기: 앰비션의 탄생
이러한 새로운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많은 생각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말
그대로 로제타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소설 구조 내에서 이러한 미션의 과학, 기술,
철학적 이면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실제 우주 미션에 참여하기는 꺼릴 수 있는 새로운 관객들의 관심을 끌길 원했다. 충분한
실력발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으로는 이를 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로제타에서 영감을 받은 흥미로운 단편 서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이야기를 둘러싼 중요한
시청각적 경험들을 자아낼 수 있는, 영화 산업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 또한 과학적으로, 세계 우주 기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우리의
희망과 제약 사항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1. 단편 과학 소설 영화 앰비션(Ambition)의 장면들. 크레디트: 플래티지 이미지

우리는 두 개 회사에 입찰을 요청했으며, 이 두 회사는 훌륭한 스토리텔링 기술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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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지 이미지(Platige Image)와 같이 작업하기로 결정하였다2).

플래티지 이미지는 BAFTA 수상을 하기도 한,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의 BBC 보도
방송을 위한 놀라운 트레일러 필름을 포함하여, 수상작 단편 영화 및 상업광고 등을
제작하였다3). 이들은 또한 우리의 메인 인터페이스 Jan Pomierny와,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팀에 모두 과학자들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Jan은 천문학자이자, 공동 창업한
뉴스페이스 재단(New Space Foundation)을 통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이며, 또한
2013년 폴란드의 국제 천문학 연합회 CAP 컨퍼런스 조직 담당자를 맡기도 하였으며, 우주
인식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도 하였다.

크리에이티브 부서의 전반적인 플래티지 사업을 관리하는, 영화 및 캠페인 제작자로서의
Jan의 참여는(PLTG R130, 현재는 Fish Ladder라고 불린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놀라운 영화 제작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며, 과학과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했다. 이들은 또한 과학
소설 게임에 참여하는 민간 우주 기관을 둘러싼 잠재적인 위험성들에 대해서도 민감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단편 영화 The Cathedral로 2002년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된
플래티지의 스타 감독 Tomek Baginski를 배정한 것도 매우 운이 좋았다4). Tomek은 또한
BBC 소치 올림픽 트레일러 필름의 감독을 맡았으며, 뛰어난 시각 효과, 해설, 드라이빙
뮤직이 돋보인 매우 드라마틱한 작품은 참고자료로서 완벽하게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이들 팀과 함께 우리는 가능한 스토리라인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하이스트
무비(강도 영화)였으며, 이 영화에서 한 인물은 큰 박물관에 침입하여 얼음에 뒤덮인
보물상자인, 1킬로미터 길이의 혜성을 나타낸 걸작품을 훔쳤다. 이후 우리는 과학 소설을
과학적 사실로 바꾸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로제타가 지금까지 불가능하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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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면서, 우리는 우주 탐험과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추적인 순간으로서
로제타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플래티지는 영화에 완벽한 제목을 떠올렸다: 앰비션. 이는 긍정적인 세계에서 전체 로제타
미션의 놀라운 목표들을 요약하여 보여줄 뿐 아니라, 처음으로 혜성과의 랑데부와 관련된,
또한 표면으로의 착륙선 배치에 있어서 대담한 태도와 관련된 위험들을 암시적으로

2) 플래티지 이미지 웹페이지: http://www.platige.com
3) 플래티지 이미지 동계올림픽 2014 BBC 트레일러 필름: https://www.youtube.com/ watch?v=4b9Ji7DvsjU
4) Tomek Bagin´ski의 IMDB 페이지: http://www.imdb.com/name/nm1313617/

언급하기도 한다5).

그림 2. 아이슬란드의 로케이션 촬영 시의 앰비션 촬영 동안 찍은 사진. 크레디드: Mark
McCaughrean

지금까지, 영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미션을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다. 영화는
훌륭한 시각적 스토리텔링, 심상,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주고 사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미션의 광범위한 과학적 및 철학적 목표를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대 사항들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었다.

미션에 대한 대중 참여가 가장 광범위했던 순간이, 필레가 혜성 67P/C-G 표면으로
보내졌던 날이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그러나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rover)와 유사하게,
미션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필레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알고 있었다. 앰비션에서
필레의 착륙을 볼 수 없으며, 연기자들이 사실 착륙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먼 미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했다는
점이며, 최악의 경우에서조차,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은 미래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큐리오시티와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필레를 배치시키기
위해서, 더 광범위한 로제타 미션이 운영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이미 성공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전체 미션은 필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

5) 앰비션의 플래티지 이미지 비핸스 갤러리: https://www.behance.net/gallery/21398975/ AMBITION

앰비션을 펼치는 전략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를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이었다.
더 전통적인 “로제타 스토리” 영화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독창적인
공상과학 영화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순진한 대중을 놀라게 할 필요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외부에서 비밀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내부 ESA와 플래티지 이미지를 잘
알고있는 사람들의 수를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내부 ESA, 심지어 위대한 로제타
캠페인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팀은, 결말에 가까워져 올 때까지, 신비한
프로젝트를 모호하게만 알고 있었다. 유사하게, 플래티지에서 이러한 업무는 엄격하게 필지
사항 기반으로, 비공개로 실시되었다. 플래티지와 ESA의 극소수의 직원들이 한 팀으로
일하며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러한 비밀 유지의 부작용은 ESA 내부의 위원회 및 관리팀의 결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면서, 영화의 본질적인 비전조차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영화가 실패할
경우 위험한 접근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이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꼈다.

제작 과정: 전략 계획과 연기자 캐스팅
이러한 깊은 비밀을 간직한 채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는, 로제타가 동면에서
깨기 바로 전인, 2014년 초에 만들어졌다. 런던의 영국영화협회(BFI)의 Rhidian Davis는
그 해 말쯤 Days of Fear and Wonder라는 이름의 공상과학 영화 페스티벌을 조직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과학 소설과 실제 과학을 어떻게 혼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Marek Kukula & Anita
Heward를 통해서 그는 로제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ESOC에서 BFI까지, 필레
착륙을 라이브스트리밍하여 함께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물었다.

우리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동안 공상과학 소설을 개봉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Rhidian은 놀란 듯 하였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BFI의 고위 임원들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해 여름, 로제타가 이미
빅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영감을 받고, 런던의 유명한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데
동의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단편 티저 트레일러 필름의 온라인 개봉 몇 주 이후에 예정되었던, 필레
착륙보다 먼저 개봉을 하는 것이었다. 티저 트레일러 필름에서는 ESA나 로제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유명한 연기자가 출연하여, 다가올 영화 개봉에 관심을

끌어 영화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많은 영화 및 문화부 기자들을 초대할
수 있길 바랬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연기자가 필요했다. 스토리의 초기 버전에는 한 명의 연기자만
필요했지만, 우리는 연출 기법의 이유로 마스터/견습생 시나리오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사실상 두 명의 배우가 필요했다. 먼저 유명한 연기자를 마스터로
캐스팅하고, 이후 더 젊은 배우를 견습생으로 캐스팅하려 했다.

이때까지, 제작자인 Anna Róz´alska는 Jan과 영화를 공동제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화
세계에서의 경험을 끌어들였다6). Anna는 주인공 역할로 생각하고 있던 유명한 배우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Gail Stevens Casting과의 연줄을 이용하였다. 리스트에는 남성과
여성 배우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리는 누구든 마스터 역할을 꿰찰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였으며, 견습생을 맡는 연기자는 반대 성별이어야 했다.

예고 없이 촉박하게 일을 진행하고, 매우 특이한 작업을 함께 할 의향이 있는가가
핵심이었으며, 우리는 Aidan Gillen과 함께 하게 된 것이 매우 행운이었다7). Aidan은
영화, TV 분야에서 경력이 꽤 있었으며 또한 2012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출연을 포함하여, 자녀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ESA의 무중력 항공기 비행 약속과 함께, 앰비션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Aidan은 아마도 최근 큰 성공을 거두었던 HBO의
판타지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피터 리틀핑거 베일리쉬(Petyr “Littlefinger” Baelish)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서의 그의 명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때
14세였던 나의 딸은 앰비션에 그가 출연하기로 했음을 알고 나서 “그 사람? 나는 정말
싫어!”라고 반응하기도 하였다. 나의 딸은 물론 리틀핑거를 말하는 것이지, Aidan을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배우를 출연시킬 수 있다면, 일이
좋은 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Aidan을 캐스팅하고 바로 직후, 우리는 다른 역할에 Aisling Franciosi를 확정하였다8). 그
때, 그녀는 Ken Loach의 영화 지미스 홀(Jimmy’s Hall)의 역할로 깐느의 레드 카펫을
밟았을 뿐 아니라, 쿼크(Quirke)와 더 폴(The Fall)의 역할로도 잘 알려진 젊은 배우였다.
그녀는 견습생이라는 역할에 완벽했다.

6) Anna Róz´alska의 IMDB 페이지: http://www.imdb.com/name/nm3837777/
7) Aidan Gillen의 IMDB 페이지: http://www.imdb.com/name/nm0318821/
8) Aisling Franciosi의 IMDB 페이지: http://www.imdb.com/name/nm4957233/

촬영: 아이슬란드로의 이동
캐스팅된 배우들과 함께, 대본과 스토리 보드에 관한 플래티지와 ESA 사이의 많은 반복
끝에, 또한 계약 문제들을 정리한 후에, 촬영이 시작되었다. 스토리에는 실제이든 가상이든,
외계 행성이 될 수 있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 필요했으며, 이 곳에서 주인공들은 행성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

폴란드의 한 노천광에서 이러한 역할에 훌륭한 곳이 발견되었다: 어둡고, 먼지투성이이며,
이후 시각적 효과에 적합하게 광활한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촬영 2주 전,
그린피스 단체가 이 지역에서 영화 촬영을 위해 허가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광미사(mine tailing)를 일으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발견해야

했으며,

아이슬란드가

꼽혔다.

비록

바르샤바(Warsaw)에서 멀고 가기가 어렵지만, 아이슬란드는 환상적이며 딴 세상과도 같은
화산 배경을 제공해주며, 이 곳의 영화 산업은 매우 활발하다. 사실 그 전 해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의 중요한 몇 장면이 그 곳에서 촬영되기도 하였으며, 우리가
앰비션을 제작했을 때 개봉되지는 않았지만, 인터스텔라와의 경쟁 또한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림 3. 좌측: 런던의 영화 시사회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앰비션 감독, Tomek Bagínski.
우측: 앰비션 시사회에서의 패널 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Aisling Franciosi, Rhidian
Davis, Tomek Bagínski, Mark McCaughrean, Alastair Reynolds. 우측 하단: 앰비션
시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 중인 Mark McCaughrean. 크레디트: Andy Dohonoe

2014년 7월 중순, 우리는 아이슬란드 Reykjavik로 서둘러 떠났다. 유명한 블루라군 온천과
멀지 않은 Reykjavik의 약 50 킬로미터 남서부 지역인 Reykjanes 반도의 한 장소에서
라이브 촬영이 있었다9). 단 2일만 진행되었지만, 북극권에 가까운 한여름에 매우 긴
일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날씨는 아이슬란드에서는 매우 일반적이었다:
날씨가 종잡을 수 없다. 둘째 날에는 꽤 춥고 한때는 비가 왔다. 최종적으로 영화에서는
비를 볼 수 없으며, 물이 없으며 건조하고 황량한 행성에서 스토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으로 봤을 때, 매우 운이 좋았던 것이었다. 유사하게 비록 주로 화산 배경이었지만, 풀과
심지어는 꽃 등이 자라난 작은 부분들이 몇 개 보였으며, 이는 후반 제작 시 편집되어야
했다.

총 직원들이 약 50명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플래티지 팀과 현지 아이슬란드인들 및 각
테이크에서 거대한 패딩 코트를 입고 잠깐씩 나타나는 연기자들이 포함되었다. 영화는
Reykjavik에서 미리 연기자들과 대본을 리허설하고 애니메틱스로 스토리보드를 완전히
편집하여 제작되었다. 촬영 내내 작가 Afolabi Kuti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수정도
이뤄졌다.

나의

앰비션(My

Ambition)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캠페인의

일부로서,

배우들의 인터뷰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촬영뿐 아니라,
헬리캠도 사용되어 대역을 포함하여 오버헤드 장면들에 사용되었지만, 결국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헬리캠은 모두 제외되었다.

짧지만 매우 강렬했던 촬영 이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직원들이 며칠간의 휴가를 위해 계속해서 아이슬란드에 머물렀다.

시각 효과, 음악, 트레일러의 종합
촬영하는 내내 핵심적인 시각 효과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바르샤바에서 계속되었다.
블록버스터 헐리우드의 컴퓨터 영상합성기술(CGI)과 시각 효과(VFX)에 익숙한 관객들의
혹평을 피하기 위해서, 영화는 매우 높은 기준으로 시각 효과를 맞추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우리는 연기자 없이, 해설 없이, 놀라운 방식으로 실제 로제타, 필레, 혜성 67P/C-G를
포착하기 위해서 영화 중간에 코어 시퀀스를 넣고 싶었다. 목표는 착륙 당시와 그 이후의
로제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편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작업은 매우 정확해야 했다. 또한 플래티지는 두 개의 우주선 뿐
9)

앰비션
아이슬란드
로테이션
촬영
사진의
photos/markmccaughrean/sets/ 72157647105202934

플리커

페이지:

https://www.flickr.com/

아니라, 혜성 67/C-G에 대한 이들만의 매우 자세한 모형을 구축해야 했으며, 2014년
8월까지는 이를 자세히 공개해서도 안 되었다. 그 결과, 플래티지의 VFX 관리자인 Jakub
Knapik과 바르샤바의 그의 팀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혜성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양의 전문가 모형화 및 렌더링 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그림 4. 로케이션 촬영분에 시각 효과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놀라운 작품이 탄생하였다.
크레디트: 플래티지 이미지

필요한 작업 수준과 달성해야 하는 기간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다.
ESA에서 우리는 최종 작품에서 적어도 매우 짧은 발췌분이라도 보여주어야 하며,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걱정을 하였다. 우리는 영화의 상위 구조가
편집된 라이브 촬영분에 대해서 조직되고, VFX가 나중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최종 구성,
그레이딩, 사운드 등이 맨 끝 부분에서야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한
애니메틱스가 삽입된 이러한 유형의 영화 제작 흐름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 핵심적인
과학적 요소들이 잘못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VFX에서의 상당한 반복도 필요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사운드 트랙이었다. 기존의 음악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견이 많았지만, 결국 수상을 한 영화음악 작곡가인 Atanas Valkov가 참여하여
앰비션의 영화 음악 작곡에 참여하여, 다른 세상의 신비함과 드라마의 우수한 조합을
만들어냈다10). Atanas는 이후 우주 탐험에서 영감을 얻은 다른 트랙들과 함께 영화에
사용된 테마들을 기초로 전체 앨범을 제작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제 BFI에서 2014년 10월 24일로 정해진, 시사회 전에 최종 영화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10)
Atanas
Valkov의
앰비션
ambition-soundtrack-premiere-15-01-2015/

사운드트랙:

http://www.atanasvalkov.com/2014/12/

우리는 티저 트레일러 영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11). 목표는 ESA와 로제타에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지 않고, 표적 관객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공상과학 영화의 전망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1분짜리 트레일러 필름에서, 한 편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영화에서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다: 트레일러 필름은 결국 7분 미만으로 제작되었다.

원시적 삶으로 시작하여, 우주의 로켓과 우주비행사들로 마무리 짓는, 지구의 기원과
진화를 나타내는 스톡 클립(stock clip) 시리즈로의 진행이 결정되었다. CBS 시트콤
빅뱅이론에서 유명한 오프닝 크레딧을 확장시킨 버전에서는, Atanas의 드라마틱한 음악과
어우러져, 장면과 자막을 함께 넣었으며, “지구의 생명에서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날아다니는 로켓으로 둘러싸인 Aidan을 보여준다.

로제타, ESA와의 접촉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의 부활절 달걀이
영상에 포함되었다: Aidan 시퀀스 마지막의 최종 프레임에서, 두 개의 바위가 공중 분열을
하고 있으며, 아주 잠깐 정렬하여 혜성 67P/C-G의 형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밖에서 손을 흔들며 보이는 우주비행사는 스웨덴 국기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ESA 우주비행사인, Christer Fuglesang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 필름이 플래티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 및 유투브
채널에서 공개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400,000 뷰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공상과학 소설,
영화, 엔터테인먼트 뿐 아니라 Aidan의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Gizmodo에서의

한

좋은

평은

다음과

같았다,

“인터스텔라는

아니지만,

이제

나는

인터스텔라 만큼이나 보고 싶다.”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영화, 공상과학 소설, 게임, 기술 분야에 걸친 여러
기자들을 앰비션 시사회에 초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SA와의 접촉은 여전히 없었으며,
플래티지, BFI는 이 행사 홍보를 위해 런던 DDA PR에서 Aimée Anderson 및 그녀의
팀과 함께 협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앰비션의 존재는 더 광범위한 로제타 커뮤니케이션 팀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의 참여는 이제 중요해졌으며, ESA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가 총 출동하여 개봉 후
영화 홍보에 힘을 쏟아야했다.

11) 앰비션 티저 트레일러의 유투브 페이지: https://www.youtube. com/watch?v=R4XK_NAToRI

시사회: 놀라움과 반응들
로제타 팀은 BFI에서 시사회를 위해서 10월 24일 런던에서 플래티지 및 DDA와 협력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과학자인 Matt Taylor, 과학소설 저자이자 전 ESA 천문학자인 Alstair
Reynolds, 연기자 Aisling Franciosi가 참여하였다. 영화, 문화, 기술 분야의 기자들은 이에
대해 모르는 상태였지만, 소수의 과학 기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전체 관객은 약 100명 정도였다.

목표는 Aisling이 영화에서 “당신은 로제타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작품이 공개되는 순간까지, 로제타와 ESA의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었다.

결국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티저 트레일러 필름을 상영한 후 사회자는 앰비션이
“로제타

미션에

관한

ESA와

플래티지

이미지

사이의

혁신적인

협력”이었다며

소개하였으며,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빨리 비밀을 발설하게 되었다.

영화관 앞줄에 앉아있던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나머지 관객들은 여전히 매우 놀란 듯이 보였고, 외부 세계에서의 엄청난 비밀 공개는 크게
망쳐지지는 않았다.

영화를 보여준 후, ESA 팀원들은 자켓을 벗어, 로제타 폴로셔츠와 로고를 보여주었으며,
간략한 몇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실제 로제타 미션, 전체 목표, 현대 상태, 과학과
과학소설 사이의 연결성, 앰비션 프로젝트가 어디에 속하는지 등을 설명하였다. Wethen은
Rhidian, Tomek, Aisling, Alastair와 패널 세션을 가져, 관객의 질문을 받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관객들의 관심은 명확했고,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졌다.

BFI의 상영 후 바로, 영화는 앰비션 웹사이트와 다양한 유투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되었으며, 로제타와 ESA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함께 이뤄졌다. 그 영향은 바로
나타났으며, 사람들이 로제타 자제의 미션과 그 목표에 대해서 완전히 예상치도 못했던
이러한 발표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시청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5. 영화 앰비션의 오리지널 스토리보드 판넬. 크레디트: Michal Murawski/플래티지
이미지

평은 전체적으로 거의 긍정적이었으며, 필레 착륙 시까지 며 많은 온라인 기사, 블로그
게시물, 리뷰 등이 몇 주 동안이나 계속 올라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로제타 홍보에
대한 매우 특이했던 접근법에서 보여준 대담함을 칭찬해주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은
야심찬 도전이 무엇인지, 인생의 기원과 같은 보편적인 질문을 추구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우리의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화 야심의 핵심 주제들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영화 관객들을 로제타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앰비션에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캠페인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는 영화에서 소개된 핵심적인
개념들에, 추가적인 과학적 및 공학적인 배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로제타에 속했던 ESA
스태프들의 인터뷰와, 앰비션에 삽입된 간략한 클립들과 함께, 앰비션의 과학(The Science
of Ambition)이라는 제목으로 수집된 많은 단편 영화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배포되어, 과학소설과 실제 과학 사이의 연결성을 더욱 더 향상시켜주었다.

앰비션의 제작(Making of Ambition) 필름, 나의 야망(My Ambition)이라는 주제의 몇
가지 간략한 인터뷰 클립, 호평받는 예술가 Grzegorz “Gabz” Domaradzki의 게시물, 컨셉
아트 등도 공개되었다12). 이들은 모두 앰비션이 단지 필레 착륙에 관한 7분짜리 트레일러
필름이

아니며,

전체적인

로제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아이디어를 더욱 부각시켜주었다13)14)15)16).
12) 앰비션 포스터의 Grzegorz “Gabz” Domaradzki 페이지: http://www.iamgabz.com/ Ambition
13) 앰비션 웹사이트: http://ambitionfilm.com
14)
앰비션에서
ESA
스페이스
인
비디오
페이지:
http://www.esa.int/spaceinvideos/Videos/
2014/10/Ambition_the_film

In the days that followed, we were relieved that the response from within ESA and
the professional space community was also very positive. We had feared that our
colleagues might think we were dumbing down a real scientific mission by
associating it with science fiction. But, perhaps unsurprisingly, many people in the
space business are also fans of science fiction and like to dream about what might
lie beyond the immediate projects they’re working on now. Many ESA employees
made a point of saying how pleased they were we had taken a brave, creative, step
in communication, and this was emphasised over the same weekend when Ambition
took over the entire ESA entry webpage, with the normal website behind.
이후, 우리는 ESA와 전문 우주 커뮤니티 내에서의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가 공상 과학 소설과 실제 과학을 연관시킴으로써, 실제
과학 미션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하였다. 그러나
놀랍지도 않은 것이, 우주 사업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또한 공상과학 소설의 팬이기도
하며, 현재 이들이 착수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에 관해서 공상하기를
좋아한다. 많은 ESA 직원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용감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에 기뻤다고 말했으며, 앰비션이 전체 ESA 웹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 강조되었다.

영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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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앰비션은

권위있는

시각효과협회(Visual Effects Society), Geekies, 유럽 과학 TV & 뉴스 미디어 어워드 등
많은 조직의 여러 시상식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아니마고(animago) 최고 시각효과
상을 수상하였다17).

또한 원하는 대로, 혜성 67P/C-G 주위의 실제 로제타와 필레를 보여주는 영화의 중심적
시퀀스는 실제 미션의 결정적인 장면으로서도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뉴스와 다른 미디어
방송에서도 확장적으로 사용되었다.

여파: 앰비션의 영향과 유산
3주 후 필레 착륙 행사가 있을 때까지, 앰비션은 백만건 이상 시청되었으며, 현

15) 앰비션의 ESA 유투브 페이지: https:// www.youtube.com/watch?v=H08tGjXNHO4
16) 앰비션의 영상 페이지: https://vimeo.com/109903713
17)
앰비션의
다양한
노미네이션
및
수상
내역
링크:
https://www.visualeffectssociety.com/post/ves-awards-nominations-announced
http://www.thegeekieawards.com/ambition/
http://europaws.org/festival/running-order/
http://www.animago.com/en/news/archiv/congratulations-here-are-the-2015- animago-award-winners/

시점에서(2016년 2월) 유투브, ESA의 웹사이트 및 Vimeo, Google+를 포함한 많은 2차
배포 사이트에 걸친 총 시청 수는 310만 명을 초과하였다. ESA 유투브 채널에서만 130만
뷰를 기록하였으며, 찬성 대 반대의 균형은 99%가 긍정적이었다.

분석 범위를 넓혀보면, 다른 문헌에서 설명된 로제타와 필레에 관해 이뤄진, 앰비션과
의인화 카툰 사이의 간략한 비교 또한 가치가 있다(Mignone et al., 2016). 로제타와
필레는 서로 다른 초기 표적 관객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면에서 분명 서로 보완적이며,
앰비션은 비교적 간접적이며 개념적 접근법을 취하며, 카툰은 훨씬 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앰비션은 필레 착륙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필레 착륙 준비
기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정 시간에만 한정된 “이벤트 영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의도되었다. 앰비션은 “당장을 위한” 영화였다. 반대로, 카툰은 랑데부, 착륙을
통해서 겨울잠에서 깨기 전부터 현재까지, 미션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시리즈로 개발되었다.

로제타와 필레의 사랑스러운 외관 또한 1인칭 트위터 계정과의 링크를 통해서(Baldwin et
al., 2016), 카툰은 더 차가운 느낌의 앰비션보다 더 다정한 느낌을 만들어냈다. 반면,
앰비션은 카툰에서 자극한 귀여운 효과보다, 훨씬 더 성찰적이며 철학적인 사고를
자극한다. 그러나 둘 모두 전체 로제타 캠페인의 의도에서처럼, 기존의 우주 팬클럽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관객에까지 도달했다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Bauer et al., 2016).

그림 6. 앰비션의 오프닝 장면을 위한 컨셉 드로잉. 크레디트: 플래티지 이미지

앰비션이 우주 미션을 넘어서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접근법을 예고하는가?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 앰비션에서 우주 탐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대담한 사고를 하는
것에서 오는, 도전, 위험, 잠재적인 거대한 이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또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혁신적인 사고가 어떻게 새롭고 더 넓은 관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해준다.

더 구체적으로는, 앰비션의 중심적인 과학 소설 비유가 꼭 다른 프로젝트에도 잘 적용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앰비션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014년 10월에 개봉했을 때
로제타가 이미 혜성 근처로 비행하여 랑데부를 달성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앰비션이 순수 판타지에 빠져 탐닉한다는 비난은 우리가 사실 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바로 묵살될 수 있다. 프로젝트 그 자체로 “오, 단지 과학
소설일 뿐이 아닌가”라는 때로는 경멸적인 의미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 소설을
이용하여 여전히 미래에 있을 법한 프로젝트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앰비션으로부터 배우 큰 교훈은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으며, 세계 정상급 스토리텔링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이에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이들과 함께 하는 작업의
중요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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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었지만, 많은 다른 분야로부터 관여된 사람들 또한 실제 우주 모험과 관련된 작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매우 짜릿함을 느꼈다.

또한 창의적 분야와 과학 및 기술적 분야 사이의 밀접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했다.
이는 영화가 흥미롭고 매력적일 뿐 아니라, 결국, 실제 과학을 진행하는 실제 미션이었던,
로제타에 관한 정확하고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었음을 확실히 해 주었다. 상호작용은
매우 강렬했으며, 많은 이메일, 토론, 직접적 만남 등이 포함되었으며, 분명 창의적인
긴장의 순간도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러한 과학과 예술 사이의 밀접한 협력의
결과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로제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다양한 이면들의 중요성을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 놀랍고 스릴있는 미션과 함께, 캠페인의 모든 부분들 사이의 조합 및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앰비션은 아마도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독창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돌이켜보면 감수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위험이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