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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팅 감각 증진을 위한 

신체 서행동작(徐行動作:Slow motion) 체조효과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임영규

초 록

1995년 경 부터 국가의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 책에 의한 수많은 제작

업체와 교육기관과 들이 생겨났다. 적극적인 국가적 재정지원에 힘입어 

제작산업은 급속히 활성화되었고, 제작기술은 비약적 발전되었으며, 교육

기관을 통해 수많은 인력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

도 우리와 비슷한 애니메이션 산업화에 역점을 두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상황은, 산업적으로 우리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다. 단시간 내 특정

분야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은, 기존 제작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성과 창의성, 그리고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 양산

에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방

식의 제안서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핵심인 애니메이팅 작업은, 철저히 

애니메이터의 예술적, 기술적 기량에 좌우된다. 기존의 이론위주, 현장성

이 결여된 학습내용의 맹점을 보완하고, 좀 더 실제적 애니메이팅 학습법

을 구현하기 위해, 선호도 높은 작품의 빈도수 많은 캐릭터 동작을 바탕

으로, 동작을 서서히 행하는 가운데, 역학적 원리를 감각적으로 스스로 

체득하게 하는 슬로우 모션(Slow Motion) 효과를 병합하여, 애니메이터 

지망 학생들의 감각적인  연기동작과 연출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

작 학습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애니메이팅(Animation), 캐릭터(Character), 슬로우 모션(Slow 

motion), 움직임(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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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0년대 중반이 후,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국가지원책에 의해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2010년도 현재, 145개에 달하는 대학과 대학원, 특성

화고교, 사설 학원, 학술단체가 생겨났고,1) 대규모 공모전과 페

스티발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창작적 원동

력이 되었다. 

번호 대학교 학과명 과목명 학기

1 건국대 영상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를 
위한 액팅 1

2 경기대 애니메이션  동작 표현연구 2

3 동서대 애니메이션 & 
비주얼이펙트 동작 연구 2

4 대구예술대 영상 애니메이션  동작 연구 2

5 부산대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 동작연구 1

6 백석대 영상․애니메이션 생체구조 및 
동작연구 1

7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연기 1

8 순천향대 애니메이션  동작 표현연구 1

9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연기 1

10 중부대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동작 연구   1

11 한국예술종합대 애니메이션  동작 연기실습 2

12 한성대 애니메이션 프로덕트 
인터렉션  동작 표현연구 1

13 홍익대 디자인 영상학부  동작과 표현 4

14 경민대학 카툰․애니메이션  동작 표현기법 2

15 청강문화산업대 애니메이션  연기실습 
(동작 연구) 2

16 공주영상대 애니메이션  동작 연구 1

17 부천대 디지털 만화영상  2D 캐릭터 동작 1

표 1. 2010년 국내 대학 애니메이션학과 중, 

동작 연구과목을 실행중인 학교 및 학과, 과목명

이러한 분위기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

고, 애니메이션을 핵심적 대중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정착시켰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콘텐츠 교육기관 현황조사」, 2011, 03, p.2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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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소비층에만 머물러 있었던 아마츄어 애니메이션 애호가

들을 전문가 대열에 대거 진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과도기적 문제점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표 1>2)은 애니메이션학

과를 개설한 국내대학 상위권 37개교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관

련 연기수업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약 46%에 해당하는 

17개교만이 커리큐럼 안에 연기관련 수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애니메이션만의 특화된 수업은 찾기 힘들었다. 이미 외

국의 많은 명작애니메이션을 접하면서 높은 안목을 갖추게 된 국

내 소비자층들은, 이제 더 이상 일정수준 미달작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다. 국내 제작사들은 미래 무한경쟁 상

황에서 생존키 위한 혁신적 자구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

은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이나 학습현장에서 항상 가장 큰 난제가 

되고 있는 캐릭터 연기동작 창출력에 대한 문제를 일각이나마 해

소할 수 있는 신체동작 습득방안을 정립, 제시하고, 이를 널리 

초 학생들에게 보급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애니메이터들은 과거 초창기로부터 지금까지, 캐릭터의 연기동

작을 거울을 통해 관찰하거나, 서행동작(徐行動作:Slow motion)

을 반복하며 키-포즈를 찾아낸다. 좋은 영상자료가 있다 해도 작

화에 필요한 자세를 얻기 위해 예외 없이 반사적으로 행하는 이

러한 작업방법은 신체 동작과정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사적 서행적 동작을 역(逆)으로 활용함

으로써, 발생 가능한 수많은 캐릭터 동작들을 인체동작과 연계, 

유형화시킨 후, 정해진 방법으로 학생들이 반복학습하게 함으로

써 연기감각을 체득,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핵심내용

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2년간의 흥행성 

있었던 10위권 장편작품을 선택, 전체 20편의 내용을 연구, 주역 

급 캐릭터의 형태와 동작특성, 그리고 빈도수별 동작유형을 분석

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인체 활동적 동작 안배가 과학적으로 가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08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p.318~325에서 대학 목록을 참조하여 세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임영규 교수

의 애니메이션 연구팀에 의한 직접 전화질의 응답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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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작품명 그림체

캐릭터 

형태
국가

1 업(Up, 2009) 만화체 인물 미국

2
마다가스카2 

(Madagascar2:Escape Africa, 2008)
만화체4)

펭 귄 , 

사자 등
미국

3
몬스터 vs 에일리언

(MonstersVs Aliens, 2009) 
만화체

외계 생

물
미국

4
명탐정 코난:칠흑의 추적자

(The Raven Chaser, 2009) 
반 만화체5) 인물 일본

장 잘 고려된 3종의 체조동작을 자료로 인체의 동작범주를 분석

하였다. 셋째, 앞에서 분석한 두 자료를 근거로, 특정 자세를 가

능케 하는 인체 관절작용의 원리와 유형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인체 외 동물의 동작원리의 습득을 위한 별도의 체조유형

도 참고하고자 하였다. 넷째, 전통적 동작 분석방법인 서행동작

의 실무적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발한 

애니메이션 전공 대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자료화하였고, 서행동작 학습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작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다

섯째, 서행동작과 함께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기

초적 체조형태의 예를 듦으로써, 동작학습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본 론 

1. 장편 작품에 나타난 주역 급 캐릭터의 형태특성 분석 

다음의 <표 2>, <표 3>3)는 2009년과 2010년 2년간의 흥행성적 

순위 10위권 장편 애니메이션, 전체 20편으로부터 빈도수가 높은 

주역 급 캐릭터의 기본유형을 추출한 분석표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2010』,표 2-1-1 

'2009년 극장애니메이션(관객 수 기준), 표 2-1-2 2010년 1~8월 극장 애니메

이션 , 영화진흥위원회 2009 영화 산업 통계 , 영화진흥위원회 2010 영화 산

업 통계를 참고하여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임영규 교수 애니메이션 

연구팀이 영상부분을 전수 연구 조사함, 본 표에는 그림체와 캐릭터 형태부분

이 첨가 됨. 연구 조사기간 2011년 8월.

4) 만화체는 캐릭터 비율이 주로 2~4등신의 캐릭터이며 사실적인 이미지보다는 

창조된 이미지에 가까운 그림체를 말한다. 

5) 반 만화체는 만화체와는 약간의 차이를 갖는다. 캐릭터 비율에서 보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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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작품명 그림체

캐릭터 

형태
국가

1
드래곤 길들이기

(How To Train Your Dragon, 2010) 
반 만화체 인물 미국

2 슈렉 포에버 (Shrek Forever After, 2010) 반 만화체 괴물 미국

3 토이 스토리 3 (Toy Story 3, 2010 ) 반 만화체 장난감
미국

직배

4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s, 2009) 
만화체 인물

미국

직배

5
아스트로 보이: 아톰의 귀환 

(Astro Boy, 2009) 
반 만화체 로보트

홍콩

일본

미국

6
명탐정 코난: 천공의 난파선

(The Lost Ship In The Sky, 2010 )
반 만화체 인물 일본

7
원피스 극장판 10기: 스트롱월드 

(One Piece Film: Strong World, 2009) 
만화체 인물 일본

8
케로로 더 무비:기적의 4차원 섬

(超劇場版, 2010) 
만화체 개구리 일본

9
공주와 개구리

(The Princess And The Frog, 2009)
반 만화체 개구리

미국

직배

10 도라에몽:진구의 인어 대해전(劇場版, 2010) 만화체 고양이 일본

표 3. 2010년 애니메이션 흥행 10위 내의 

작품 속 캐릭터 기본 성향 분석표

5
작은영웅 데스페로

(The Tale Of Despereaux, 2008)
반 만화체 쥐 미국

6
극장판 도라에몽:진구의 공룡대탐험 

(Doraemon: Nobita No Kyoryu, 2006) 
만화체 고양이 일본

7
케로로 더 무비:드래곤 워리어

(超劇場版 2009) 
만화체 개구리 일본

8
포켓몬스터DP: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

로(2009) 
만화체 몬스터 일본

9

짱구는 못 말려:

태풍을 부르는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

(2007)

만화체 인물 일본

10 썸머워즈(SummerWars, 2009) 반 만화체 인물 일본

표 2. 2009년 극장흥행 10위권 내의 작품 성향 분석표 

이 자료에 나타난 주역 급 캐릭터들은 각자의 고유형태와 특성

4~ 5등신 이상을 말하며 사실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그림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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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Experience

체득

Comprehension

변형

Deformation

디자인

Design

양식화

Stylize

을 바탕으로 의인화되고 디자인되어 새롭게 재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항상 과장(Exaggeration)과 왜곡

(Distortion)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사실적 요소

(Reality)가 결여될 경우 관객들은 어설픔과 낯 설음, 시각적 불

편감 때문에 결국 작품을 외면하게 되며,6) 이것은 집중력 저하현

상으로 나타나, 천재적 작품도 흥행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잘 

다듬어진 동작 하나가 모든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관객들로 하

여금 허구성을 잊은 채 극중에 몰입하게도 만든다. 관객들은 화

면 내에서 구현되는 캐릭터나 그 밖의 경이로운 움직임 때문에 

탄성을 터뜨린다. 그것은 관객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환상적 영

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실보다 더

욱 사실적이며,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변화하면서도 자연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캐릭터들의 동작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서 캐릭터 동작에 한계는 없고, 표현한계는 무한하며, 신체적 직

접표현을 하는 일반연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애니메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동작을 창안하기 위해, 사물들의 생명활동

에 대한 공통적, 혹은 개별적 생리의 이해와 탁월한 감성적 이입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작업과정에서 주

어진 동작을 구현하는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도표는 흥행성 높은 작품에 나타난 노출 빈도에 따른 연

기동작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표 6> 이 분석을 통해 파악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역 급 캐릭터는 약간은 독특한 개성적 외형을 

갖는다는 공통점이며, 캐릭터의 행동 면에서는 사람들과 전혀 다

6) 예를 들면, 캐릭터가 지구에 서 있다면 캐릭터의 무게감에 맞게 중력을 표현

해야 하고 우주에 있다면 무중력 상태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지구상에 내리

는 비는 중력과 바람과 주변 환경에 맞게 내려 관객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은 거리감을 느끼거나 혼란에 빠져 극에 몰입

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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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동작 목록

비율

(%) 
대표 장면 세부 1위9)

1 대사하기 69.2 <마다가스카2> 90%

2 표정연기 58.15
<하늘에서 음식이 내

린다면> 93%

3 눈 깜빡이 44.6
<하늘에서 음식이 내

린다면> 87%

4 목 돌리기 37.15
<몬스터 대 에일리언> 

76%

를 바 없이 걷고, 뛰고, 넘어지고, 말하고, 표정 짓고, 서로 싸

운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20편의 작품을 통해 나

타난 캐릭터 동작들의 공통요소만을 묶어 <표 5, 6>7)과 같이 정

리하였다. 전체 작품 20편을 비교한 결과, 작품 성격도 다르고 

스토리나 주제도 달라서 유사한 동작들이 적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의외로 내면적으로는 각기 독특한 차이점이 보였으나 외형적 동

작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국의 저

명한 동작 디자이너 리츠피스크(Litz Pisk)는 그녀의 저서에서 

신체 움직임의 체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몸을 

쿠션처럼 받쳐주는 공기에 기대어보라 … (중략)… 접촉하며 느

껴보면, 우리 몸의 자유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몸을 

펼치면 다른 생물, 다른 사람, 다른 것들과 맞닿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우리 안에 실존케 하며, 의사소

통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8) 그녀가 추구하는 동작학습은 

해부학적 기초아래 근육으로부터 시작되며 신체동작을 행하는 가

운데 얻어지는 몰입감과 동작이 주는 느낌을 중요시함을 엿볼 수 

있다. 

7)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임영규 교수 애니메이션 연구팀의 연구 통계

자료, 2011년 8월.

8) 리츠 피스크, 조한신 역, 『배우와 신체』, 예니, 앞의 책, p.16 일부 인용.

9) 해당 액팅을 가장 많이 사용한 작품 명과 그 비율을 기록하였다.



48

5 걷기 31.7
<코난 극장 판 13기> 

57%

6 몸 돌리기 28.25
<드래곤 길들이기> 

53%

7 정지자세 27.95 <케로로 더 무비> 67%

8 뛰기 21.5
<드래곤 길들이기> 

34%

9 돌아서기 21.2
<드래곤 길들이기> 

65%

10
소리 지르

기
17.75

<작은영웅 데스페로> 

47%

11 휘날리기 13.9
<드래곤 길들이기> 

69%

12 접촉 충돌 13.2
<몬스터 vs 에일리언> 

30%

13 점프 12.65
<마다가스카2>, <공주

와개구리> 29%

14 고개 변화 12.8

<포켓몬스터DP 아르세

우스 초극의 시공으

로> 15%

15 넘어지기 12.3 <공주와 개구리> 19%

16
기 어 오 르

기
10.4

<명탐정 코난:천공의 

난파선> 40%

17 스킨십 9.5 <공주와 개구리> 46%

표 5. 2009년 애니메이션 흥행 10위 작품 액팅 분석표

순

위 

액팅 

목록

 

비율(%) 
대표 장면 세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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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손동작 9.27 <드래곤 길들이기> 25%

19
공중 날

기
8.25 <공주와 개구리> 16%

20 누르기 8 <토이스토리3> 8%

21
손 가 락 

지적
7.95 <몬스터vs에일리언> 19%

22 일어서기 7.83 <업> 19%

23 격투 형 7.55
<원피스:스트롱 월드> 

24%

24 내려가기 7.55 <공주와 개구리> 18%

25 밀기 7.5 <공주와 개구리> 47%

26 앉기 7.31 <업> 14%

27 던지기 6.71 <드래곤 길들이기> 17%

28
음식 먹

기
6.5 <공주와 개구리> 12%

29
끌고 당

기기
6.33 <토이 스토리3> 11%

30
문 여닫

기
5

<몬스터 vs 에일리언> 

7%

31
들어올리

기
4.33 <썸머워즈> 6%

32
부들부들 

떨기
3

<도라에몽:인어 대해전> 

4%

33
위로 솟

구치기
2.45

<아스트로보이:아톰의 

귀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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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 포 츠 

형
2.35 <공주와 개구리> 18%

새 천년

체조
국민체조

국군

 도수체조

관절

기능
예시동작(새 천년 체조)

걷고

가볍게 

뛰기

뜀뛰기 

다리 운동

뜀뛰기 

운동

굴신

회전

기 펴기 목 운동 목 운동

굴신

회전 

신축

날개펴기 다리 운동 다리 운동
굴신 

회전

팔 굽 

치기

가슴 운동

몸통 운동

온몸 운동

가슴 운동

굴신

회전

비틀

림

손등치기 온몸 운동 온몸 운동

굴신

회전 

비틀

림 

몸통 

돌리기

등배 운동

옆구리 

운동

옆구리 

운동

회전 

각

비틀

림

표 6. 2010년 애니메이션 흥행 10위 작품 액팅 분석표 

2. 체조에 나타난 인체 동작분석 

다음 도표는 인체 동작범주가 비교적 과학적으로 잘 고려되어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국내권장 국민 보건체조 3종을 자료로 인

체관절 작용에 의한 동작유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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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리 

펴기
온몸 운동 온몸 운동

굴신

회전 

비틀

림

앞, 

뒤굽이

옆구리 

운동

옆구리 

운동

굴신

회전 

각

비틀

림

휘 돌리기 몸통 운동 몸통 운동

굴신

회전 

비틀

림

어깨 

돌리기
팔 운동 팔 운동

굴신

회전 

금강 막기

뜀뛰기 

다리   

운동

뜀뛰기 

운동

굴신

회전 

몸 틀어 

손날치기
등배 운동 등배 운동

굴신

회전 

비틀

림

주먹 

지르기

팔다리 

운동

팔 다리 

운동

굴신

회전 

신축

발차기

뜀뛰기 

다리    

운동

뜀뛰기 

운동

굴신

회전 

각

비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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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비틀어 

뛰기
몸통 운동 몸통 운동

굴신

회전 

비틀

림

휘돌리기 몸통 운동 몸통 운동

굴신

회전 

비틀

림

꼬아서기 등배 운동 등배 운동
굴신

회전 

호흡하기

숨고르기

운동

팔 운동

숨쉬기 

운동

굴신

회전 

표 7. 체조동작을 바탕으로 본 관절운동의 유형 

(쪽 수 한계로 일부 예시)

이상의 체조동작을 살펴볼 때, 역시 그 외적 동작감은 조금씩 

모두 다르나, 그 내부적 과정을 관찰해 보면, 역시 모든 동작들

의 저변에는 관절부분에 의한 가동적 골격변형에 의해 모든 동작

의 모습이 다양하게 전개됨을 발견 할 수 있다. 다라서 애니메이

션에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동작 역시도 근원적으로 동작요인은 

모두 같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 외에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의 개체적 활동특성을 살려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자

주 발생한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도 역시 중심적 관절동작에 의

해 지배받는다. 동물의 고유한 몸짓과 기세(氣勢)에 신체동작을 

결합시켜 행하는 중국전통 양생 체조술(養生體操術)인 오금희(五

禽戱)10)동작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 오금희 동

작의 특징은 각 동물의 특유자태와 기세(氣勢)를 감정 이입적(感

10) 오금희(五禽戱): 5가지 동물의 동작을 본떠서 만든 중국의 전통적 양생 체조

술로써, 호흡법, 의념법, 동작법을 결합시킨 체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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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移入的)11) 방법으로 인체 동작과 연계시켜 수련하는 전통체조

이다. 이 동작을 행하는 동안, 학습자는 한 마리의 호랑이나 사

슴, 새나 곰, 원숭이가 된 듯이 자기 최면적(自己催眠的)12) 상황

에서 해당 캐릭터와 동질화되어 동작하는 특성을, 애니메이션 동

작학습에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다.  

순

서
 짐승유형와 기질 동작을 위한 사항 표현적 동작

1
호희동작(虎戱動作)

:호랑이의 맹위성 
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간 외 일체의 동물, 

생물)에 대한 직, 간접적 영

상자료나, 실제적 모델을 충

분히 본다. 

② 자신이 한 마리의 특정 동

물(호랑이, 사슴, 곰, 원숭

이, 새 그 밖에 모든 생물들)

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③ 자신의 특정 동물이나 생

물에 대한 동작의 직, 간접적 

정보에 의해 자신의 동작이 

정형화 된 체조 동작과 일치

되도록 한다.

④ 대상이 되는 생물에 대한, 

형태감, 무게감, 행동특징 외

에 개체적 특징을 확연히 나

타내는 요소를 추출하여 동작 

시행 과정에 적용시켜야 한

다.

2
녹희동작(鹿戱動作)

:사슴의 안정성 

3
웅희동작(熊戱動作)

:곰의 침착성

4
원희동작(猿戱動作)

:원숭이의 기민성

5

조희동작(鳥戱動作)

:새의 기품, 가벼움

표 8. 오금희의 5가지 동물의 동작 예시(일부만 제시)

3. 인체 관절운동 특성 분석 

인류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상에 존재한 시점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정도로 보며, 지적능력을 지니고 완전한 직립보

11) 감정 이입법(感情移入法): 특정한 사물로부터 느껴지는 정서감을 그대로 흉

내 냄으로써, 그 정서감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서정적 교감법. 

12) 자기 최면(自己催眠): 암시효과에 따른 피암시성 증대효과를 타인이 아닌 시

술자 스스로에게 행하는 최면술의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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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부위 내역

관절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의 특징
부위 관절 명

1

척

추

중

심

목  경부 경추

목은 머리 움직임

을 제한하는 안전

장치역할을 한다.

척추는 어깨부위로 

부터 골반에 이르

기까지, 팔, 다리

가 부속된 인체동

작의 중추역할을 

하는 관절이다. 

좌, 우 회전 운동

과 전, 후 방향 굴

신운동을 할 수 있

다. 이때, 좌, 우

나, 뒷부분 움직임

이 상당히 제한적

일 수 있다.14)

등, 배  
 등뼈

(흉추, 흉부)

척추 전체의 중앙

부에 위치, 척추

운동 중심부 역할

을 함.

허리  요추

허리는 척추의 하

위부분으로 상체

무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함.

2

둔

부

중

심

둔부

 고관절

(엉치뼈, 

 볼기뼈,

 꼬리뼈)

몸의 평형중심을 

이루는 골반과 고

관절은 인체 중심

을 잡기위한 평형

운동과 직립보행

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골격이자 관

절임.15)

광 배근과 둔부 근 

작용으로 다리의 

상, 하운동과 내리

고, 뛰고, 보행을 

가능케 한다.16)

3

어

깨

중

심

앞, 뒤

어깨 

 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오목 

위팔관절,관절 

오목)

견갑골과 어깨관

절은 두 팔의 동

작반경의 확장과, 

몸통보호, 머리, 

목 동작과 관련된 

근육을 부착하고 

있음.

어깨는 손목관절과 

팔 근육의 가동성과 

상호 협응관계(協應

關係)를 이루며, 손 

부분 동작에 관여한

다.17)

4

팔 

중

심

팔꿈치
 노뼈(요골),

 자뼈(척골)
손목은 펼 때, 직

각이상을 움직이

지 못하는 것이 

평균적인 움직임

임. 

팔과 손목의 굴신

운동, 손의 모음과 

폄 동작을 비롯, 

손가락의 자유분방

한 운동과, 일정각

손목  손목 뼈(수근골)

손가락  손 

행의 징후를 보인 시점을, 지금으로 부터 약 25만 년 전 정도로 

보고 있다.13)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은 직립보행 포유류로 진화

되었고, 이 같은 행동을 취하기 위해 인류의 뼈대와 관절과 근육

은 환경적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신체적 조건들은 진화

를 거듭하게 된다.

13) 크래이그 스탠포드, 한국동물학회 옮김,『직립보행』, 전파과학사, 2009, 

p.165 참조.

14) 크래이그 스탠포드, 앞의 책, p.8~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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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뼈(중수골)   

손가락 마디뼈

의 회전운동도 가

능케 한다.18) 

5

다

리

중

심

무릎  슬 관절

신체의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지점임.

고관절은 신체를 이

동시키는 역할을 한

다. 무릎과 발목은 

땅을 밀며 추진력을 

발생시켜 보행과 달

리기를 가능케 한

다.19)

발목  목말 뼈(거골)

발가락
 발 허리뼈, 

 발꿈치 뼈(종골)

표 9. 인체 관절의 분포와 각 기능의 구분 

신체의 동작이 유연한 것은 골격기관에 관절부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며, 척추의 탄력은 척추와 척추사이를 연결해주는 추간연

골(椎間軟骨)에 의해 생겨난다. 이러한 관절부분은 위로부터 턱, 

목, 가슴,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척추,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있고, 

상호 연계되어 활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상당히 복잡한 행동양

태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동물계는 이와 대동소이한 활동양태를 

나타낸다. 본 논문은 작품에서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정도에 국한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 예

시 <표 10>20)는 인체부위를 비교적 시각적으로 5개로 구분, 각 

부위별 기능과 작동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둔부나 고관절은 몸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직립보행을 가능케 하고, 골

반과 3종의 대퇴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21) 고관절에 의해 몸

15) 크래이그 스탠포드, 앞의 책,  p.88 참고.

16) 블라디네 칼레스제르메, 정형국 외 역,『움직임의 해부학 2』, 영문출판사, 2009, 

p-158 참조.

17) 블라디네 칼레스제르메, 앞의 책 p.98 참조. 

18) 블라디네 칼레스제르메, 앞의 책 p.128~129 참조.

19) 블라디네 칼레스제르메, 앞의 책 p.2.68~269 참조.

20) 블라디네 칼레스제르메, 정형국 외 역,『움직임의 해부학』, 영문출판사, 앞의 책, 

p.9~14 <표8>내용에 참고. 위의 <표8>은 움직임이 복합적이어서 중복되어 해당되

는 액팅이 있을 수 있다. (괄호)안의 단어는 인체해부학 상의 용어이며 무용, 

스포츠 등의 타 학문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21) 크래이그 스탠포드, 한국동물학회 옮김,『직립보행』, 전파과학사, p.69, 블

라디네 칼레스제르메, 앙드레 라모테, 김건도 외 역,『움직임의 해부학 2』, 

영문출판사, 2002, p.140 참고. 인체는 수많은 조직으로 형성되어 그 명칭과 

역할이 다양하다. 본 논고에서 그 모든 해부학적 지식을 모두 나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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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인체동작 유형  동작의 특징 실제동작의 예

 신체 

표출부위

1

굽힘과 폄

(굴곡과신전)  

Flexion 

& Extension)

관절을 중심으로 한 신체

부위의 굴신운동을 말한

다.

눈 깜빡임, 걷

기, 뛰기, 기어

오르기, 내려가

기, 점프, 격투, 

스포츠, 손가락 

지적, 일어서기, 

앉기, 넘어지기, 

팔꿈치, 

무릎,

손목, 

발목

표 10. 인체의 각 관절부위

통을 지탱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광배근(廣背筋)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추를 중심으로 한 목과 등과 허리관절은 직립

보행을 위한 균형 잡기

에 필수적 유연성을 갖

는다. 몸의 균형조절과 

평형유지는 귓속에 평형

기관인 반고리관

(Semicircular canal)에

의 하지만, 무게중심을 

잡는 것은24개의 주척추

골과 9개의 부척추골에 

의하며, 팔 부분을 연결

해주고, 무릎과 발목은 

몸을 지탱하며 보행이나 

인체의 형태나 동작변

화, 그리고 기동력을 발

생시킨다. 

이와 같이 관절에 의한 인체동작을 분석한 이유는, 관절특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기 

위함이고, 앞의 <표 2, 3>에서 예시한 작품 속 캐릭터의 동작특

성과 비교하여 공통된 동작들을 발췌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필요한 부분만 피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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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손동작

2

모음과 벌림

(내전과외전)

 Adduction

& Abduction)

신체의 모든 부위를 통해, 

안으로 모으거나(엉덩 모음, 

고관절 내전), 밖으로 벌리

는 운동을 말한다.(어깨 벌

림, 견관절 외전)

 정지자세, 대사

하기, 표정연기, 

위로 솟구치기, 

스킨십, 소리 지

르기, 넘어지기, 

음식 먹기, 밀

기,  누르기, 공

중 날기, 부들부

들 떨기.

견갑골, 

쇄골, 

어깨관절, 

팔, 다리.

3
회전(돌림) 

Rotation 

관절을 중심으로 한 신체

부위의 회전운동을 말한

다.

목 돌리기, 몸 

돌리기, 어깨회

전, 고관절 회

전, 돌아서기, 

고개변화, 돌려

차기.

어깨관절, 

고관절, 

팔 꿈 치 , 

무릎,

손목, 

발목, 

척추전체. 

4
기울어짐

Leaning

척추와 쇄골, 골반과 고관

절부위가 수평과 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을 

이루며 기울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좌,우 팔 상,하

로 올리고 내리

기, 고관절 상, 

하로 올리고 내

리기, 걷기, 뛰

기.

척추, 

쇄골, 

골반, 

고관절.

5
비틀림(염력)

Twistingforce

신체의 두 부분이 서로 

다른 회전각을 만들 때 

나타난다. 

휘날리기, 넘어

지기, 던지기, 

밀기, 당기기, 

누르기, 문 여닫

기.

척추, 

견갑골, 

쇄골, 견

관절, 

팔 꿈 치 , 

손목.

6

순간적으로 

늘어남

Stretching

신체관절과 관절사이에 

존재하는 연골부분의 급

격한 신장운동에 의해 나

타난다.

주먹지르기, 공

차기, 던지기, 

솟아오르기.

각 관절의 

연골 부분.

표 11. 인체가 나타내는 동작의 특성구분 및 그에 따른 동작의 예

4. 서행동작의 동작감각 증진성 실험

다음은 서행동작의 동작 감지력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2, 3학년 애니메이션 전공학생 52명을 무작위 선발, 설문과 면담

을 통해, 키-포즈 찾는 작업과정에서 주로 행하는 방법과, 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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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작업 해결법 항목 인원수 / 백분율 (%)

1  인쇄물이나 영상물 자료를 참고한다 6명 12 %

2  직접적으로 참고영상을 촬영하여 활용한다 12명 23 %

3
 거울을 통해 직접 모션을 취해보며 동작을 

그린다
32명 62 %

4  그 밖의  나만의 방법으로 한다 2명  3 %

번

호
제시 동작 빠른 속도로   평균 속도로   느린 속도로

1 의자에 앉고 서기 0명 0% 15명 28.8% 37 명 71.1%

2 걸어가기 0 0% 21 42.3 31 59.6

3 뛰어가기 6 11.5 12 23.0 34 65.3

4 제자리 넓이 뛰기 4 7.6 16 30.7 32 61.5

5 뒤돌아 서기 0 0 % 2 3.8 50 96.1

6 공차기 9 17.3 23 44.2 20 38.4

7 내려 뛰기 7 13.4 18 34.6 27 51.9

8 엎드려 네발로 걷기 0 0 % 14 26.9 38 73.0

9 재채기하기 5 9.6 25 48.0 22 42.3

10 큰 소리 지르기 8 15.3 22 42.3 22 42.3

11 깜짝 놀라기 5 9.6 19 36.5 28 53.8

12 크게 웃기 8 15.3 11 21.1 33 63.4

전체 평균 분포율 4명 7.7% 17명 32.5% 31명 59.8%

즈를 그리는 과정에서의 동작속도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애니메

이터가 이 같은 동작을 취해보는 이유는, 매일 반복하는 신체운

동도, 과정에 집중하지 않는 한 동작원리나 특성을 전혀 인지하

기 어렵고, 집중을 해야만 행하는 동작의 원리가 감지된다는 사

실이다.

< 설문-1 > 난해한  키-포즈 동작을 그릴 때 어떤 방법으로 작업하는가? 

< 설문-2 > 다음 예시동작의 키-포즈를 찾으려면 어느 속도로 동작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는가? 

표 12. 2011. 11. 10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임영규 교수 

조사팀 조사현황

예를 들어 별안간 날아온 축구공을 피했을 경우, 그 동작과정

에 대해 정작 본인은 제대로 모른다.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늦

은 속도로 그 동작을 부분적으로 여러 번 재현해 보고 나서야 이

해하게 된다. 호흡을 가라앉힌 상태에서는 약간의 신체변화도 감

지될 정도로 예민해 지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만이 자신의 신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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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학습 준칙 >

1. 각 동작은 작은 폭과 큰 폭을 다양하게 오가며 응용 시행한다. 

2. 정상속도로 해 본 후, 횟수를 거듭하며 점차 속도를 느리게(2배〜3배 정도)시행한다. 

3. 보통호흡으로 동작하다가, 점차 두 호흡, 세 호흡 순으로 느리게 호흡을 전환시켜간다.  

4. 온 몸 관절에 긴장을 풀고 척추를 수직으로 한 후, 자신의 몸동작 변화에 의식집중을 한다.

5. 자신의 동작을 제 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마음으로 시행한다.

6. 신체의 x, y, z 축에 대한 변화감, 기울기, 회전, 나선운동, 균형, 신축감에 집중한다.

7. 동작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사용하면 단체학습에 효과적이다. 

8. 창작한 체조동작이 아니라도, 범용화 되어있는 국민체조, 새천년 체조 등과 같은 다양한 체조 

동작들을 준칙에 의해 학습하면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9. 기초 동작이 어느 정도 습득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변형해 가며 신체동작을 해본다.  

번

호
인체동작 유형  구성된 체조 동작의 예시

1

굽힘과 폄

(굴곡과 신전)

Flexion &

Extension)

작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감지한다. 이러한 점을 동작학습에 적절

히 이용한다.

표 13. 서행동작 체조학습 시 지켜야 할 사항

인체는 뼈와 관절, 그리고 골격 각 요소에 부착된 근육의 신축

작용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영상에 나타나는 

많은 캐릭터들도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에 의해 동작한다는 면에

서 동일하다. 

5. 캐릭터 동작을 체조화한 학습동작 모형제시

이미 분석 작업에 의해 나타난 작품 내의 다 빈도 동작들을 

<표 9>와 <표 11>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발췌하여 시범적 체조형

식을 도출하였다. <표 13> 이것을 기초적 동작감각이 객관적으로 

숙지, 형성될 때까지 반복학습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동작감은 작업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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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므림과 제낌

(내전과외전)

 Adduction 

& Abduction)

3
회전(돌림) 

Rotation 

4
기울어짐

Leaning

5
비틀림(염력)

Twistingforce

6

순간적으로 

늘어남

Stretching

표 13. 인체의 기본 관절운동 성향에 의해 구성한 신체동작 

(일부만 예시) 

Ⅲ. 결 론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가장 핵심부에 해당되는 애니메이팅 작업

의 수준은, 전적으로 애니메이터의 기량에 의해 좌우되며, 작품

의 질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과정 중, 핵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 등, 몇 몇 부

분에서의 아티스트들의 기량은 작품수준결정과 직결된다. 캐릭터 

연기를 담당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역할도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아무리 좋은 스토리에 훌륭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캐릭터들이 준

비되었다 해도 예술적 차원의 연기동작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애

니메이션 작품에 대한 대중적 평가는 결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애니메이션 액팅 부분의 취약 요소를 보강하여, 교육현장에

서 고전하는 학생들이나, 일선 실무자들에게, 본 논문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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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체조동작을 실무와 연계시켜 시행하는 동작감각 증진

학습법이야 말로, 상당히 기본적 동작기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탄탄한 실기적 표현력을 증강시켜, 애니메이터로 진출하고자 하

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더해 주리라 생각한다. 결

론적으로 본 논문이 제시한 애니메이션 액팅 학습법 요지를 다음

과 같이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작업현장에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서는 서두에서 밝혔듯, 이미 수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무의식적

으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동작 키-포즈 동작을 찾고 있으며, 본 

연구는 단지 몸으로 행 할 수 없는 것은 그릴수도 없다는 불문율

을 입증작업을 통해 규명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역 이용하

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는 아직 짧은 기간 안에 애

니메이션 제작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좀 

더 연구하고, 해결 발전시켜야 할 요소들은 아직도 수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하드웨어적 기술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첨단적 소프트웨어와 예술적 감성, 그리고 영상적 표현력이 조화

될 때에, 비로소 애니메이션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큰 가치를 지

니게 된다고 믿는다. 본 연구가 애니메이션 강국의 꿈을 현실화

시켜줄, 작지만 강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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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Slow Motion Exercis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Senses in Animating 

Young Kyu Rhim

Many educational facilities have been formed due to the nation's 

revival policy in the animation industry since about 1995.  Owed to 

the active financial support of the nation, the production industry 

rapidly vitalized, production technology rapidly advanced, and a 

large workforce is being passed on into society through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reality of many developing countries appearing to 

be putting emphasis on the industrialization of animation, similar 

to our country, is becoming a great pressure on us industrially.  It 

is never easy to develop a certain field into a globally competitive 

industry in a short period of time.  Our countermeasure, pursuant to 

thes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lies in innovation and 

creativity that has broken away from the existing methods of 

production, and mass production of high quality animation 

specialists.  This paper is a new educational proposi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imating, the core of 

producing an animation, completely depends on the animator's 

artistic and technical ability.  In order to supplement the existing 

methods of studying by theory and make up for the biggest weak 

point, which is the lack of "on the scene" learning contents, I 

propose incorporating movements based on frequently appearing 

characters in popular animations and acting them out slowly and 

including the "Slow Motion" kinetic effect, a way of enabling 

someone to learn and sense astrodynamic fundamental principles by 

oneself.  It is a new method of learning movement, a plan made to 

achieve sensual performance gestures, and an improvement in 

direction for students who wish to become animators in the future. 

Key word : Animating, Character, Slow Motion,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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