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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은 카툰을 대신하여 웹에서 새로운 카툰으로 등장하였고, 웹의 특징을 가지고 웹상에서 길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세로로 스크롤 되면서 콘텐츠를 구동하게 된다. 웹툰의 제작은 대부분이 2D의 이미지 형태가 대부분인데 비사실적 표현기법으

로 2D와 3D 비디오로 표현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비사실적 표현으로 2D의 플래시 기법과 3D의 모션 기법을 적용함으로 화려

함과 생생한 리얼리티을 얻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제작기법과 콘텐츠 재생 시간에서 콘텐츠의 용량 확대와  플레이 해상도 

및 재생 런 타임 응답 속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키워드: 웹툰(webtoon), 비사실적 표현 (non-photo realistic represent), 비디오콘텐츠(video contents)

I. 서 론

컴퓨터그래픽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과 같은 실재적 사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물을 사진이나 실제 현상처럼 보여 지도

록 재현하여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비사실적 표현은 친화

적인 화상을 생성하기 위해 사람이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의 화상을 

생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사실감을 추구하

지 않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며, 사람의 손으로 그리기에 비현실적인 

표현 형태까지 포함한다. 잉크 화, 펜화, 만화, 수채화 등 전통적인 

드로잉 방식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포함한 비사실적 이미

지 기술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비사실 표현으로 면 선, 펜, 
잉크, 카툰, 회화, 수묵화, 수채화, 이미지모자이크, 일러스트레이션, 
페인팅, 셀 애니메이션 등이며, 최근의 비사실적 이미지 표현 기술은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드라

마 타이틀, 게임, 광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II. 관련 연구

웹툰(Webtoon)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

에서 출판되는 형식의 만화를 의미한다. 과거 출판만화가 사각의 

틀, 틀과 틀 사이의 공간으로 시공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구조이다. 
또한 틀이 사라지게 되어 독자마다 각자의 흐름에 따라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 칸과 칸 사이의 배경이 된 홈통은 전통적인 

만화에 비해 그 면적이 확연히 넓어지면서 그 활용도를 따로 찾게 

되었다. 그 길이에 따라 시간을 표현하는 역할과 배경색을 통해 분위

기를 연출하기도 하며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웹툰은 인쇄

만화의 형식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모니터와 스크롤로 인한 새로운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웹툰(Webtoon)은 스크롤(Scroll)을 사

용하여 화면의 상하구조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 

공간을 활용해 독백과 대화의 분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말 칸을 

그림 칸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칸의 그림을 감상하는데 말 칸의 방해

를 받는 요소를 최소화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식은 전통적인 만화에 

있어서 칸 개념을 넘어서면서 생겨난 것인데 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방식에서 벗어나면서 배경이 단순히 칸과 칸의 경계로

서만 작용하지 않고 일정의 면적을 가지면서 시도 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웹툰이 형식, 내용, 그림 등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비사실적 

표현 기법을 적용한다.  

III. 웹툰의 제작 방법들

1. 드로잉 기법

드로잉 기법은 주로 선에 의하여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기술로

서 색체보다는 선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직접 프레임들을 그려서 만드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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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드로잉 기법 

Fig. 1. Drawing Technique 

2. 벡터 이미지 기법

플래시(Flash)는 동적인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가지고도 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if로 만들어진 애니

메이션 용량이 11kb이라면 플래시로 제작한 swf파일은 4kb 정도로 

파일 크기가 작다. 백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깨끗한 화면을  보여 준다. 또한 2와 함께 3D 오브젝트, 
영상 , 사운드의 편집 기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웹툰을 

제작 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캐릭터들로 웹툰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 2. 벡터 이미지 기법 

Fig. 2. Vector Image Technique 

3. 모션그래픽에의한 비사실적 카툰 표현 

비사실적 표현인 모션 그래픽을 이용하여 카툰을 표현하면 그림 

3과 같이 원본 소스를 그림 4와 같이 카툰이미지로 제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3D 비디오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션 그래픽스는 

구성요소인 그래픽,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사운드 등의 각각

의 미디어들을 결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표현 방법으로 사용한

다. 각각의 미디어들을 타임라인이라는 모션 트랙에서 다양한 효과

와 기법들을 적용하여 웝툰을 만들 수 있다. 

그림 3. 소스 영상 

Fig. 3. Source Moving Picture 

그림 4. 웹툰 영상 

Fig. 3. Webtoon Moving Picture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툰 표현을 2D, 3D로 표현 방법들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드로잉 방법 뿐만 아니라 플래시를 이용한 2D 웹툰, 3D를 

이용한 3D 웹툰을 표현할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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